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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과학발전관 지도하의“삼농”발전
황금10년

당16대1) 이래 중국공산당은 농업･농촌･농민 문제해결을 전반 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으로 삼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방침을 실행하였으며
일련의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정책
을 통해 중국은 농업･농촌발전의 장기적 대사와 농민이익 관련 호사(好
事)를 처리하였고 농업･농촌발전상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으며 21세기에 중국경제사회가 쾌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
는 버팀목을 제공하였고 “삼농”발전의 새로운 황금기를 창조하였다.

1. 농업 농촌발전의 거대한 성과
당16대 이래 과학발전관의 지도와 강농･혜농･부농정책의 지원하에
중국의 농업 발전은 역사적 진보를 이루었고 농촌은 큰 변화를 초래하
였으며 농촌사회는 화목과 안정을 유지하였다.

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당내 회의로서, 1차대회는 1921년 7월 21
일~31일 상해에서 거행, 첫 대회는 중국공산당 정식 창설을 뜻함. 그 후, 1977년
1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1대)부터 매 5년마다 개최함. 16대는 2002년 11월
8일～14일 북경에서 거행, 2012년은 18대가 거행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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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증산
중국의 2011년 식량생산량이 5억 7,121만 톤, 재배면적이 1.1억 ha,
단위당(무2)당) 생산량은 344.4kg으로 2003년 대비 각각 1억 4,051만 톤,
0.11억 ha, 55.6kg 증가하였다. 식량총생산량은 반세기 이래 처음으로 8
년 연속 증산, 5년 연속 5억 톤 이상, 4년 연속 최고기록을 창조하여 신
중국 건국 이래 식량생산량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였다. 그중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의 총생산량은 처음으로 5억 톤을 초과하였고 다산
작물인 벼, 옥수수 생산량은 역사상 최고기록을 달성하였다.
기타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도 대폭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중국의 면화생산량은 486만 톤에서 660만 톤으로 연평균 3.8%의
속도로 증가하였고, 유지작물 생산량은 2,811만 톤에서 3,279만 톤으로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육류생산량은 6,443만 톤에서
7,957만 톤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하였다. 수산물 생산량은 4,077만
톤에서 5,600만 톤으로 연평균 4.0% 증가하였고 당료, 채소, 과일, 알류,
유제품 등의 생산량도 대폭 증가하였다. 농산물 공급은 충족되었고 품
종도 다양하여 광범한 국내 소비대중의 소비수요를 만족시켰다. 또한
공급보장, 물가안정, 성장촉진, 수요확대 등을 위해 든든한 물질적 기초
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은 국민경제발전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식량, 유지작물, 채소, 과일, 육류, 알류, 수산물
등 생산량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006년부터 중국은 점차 국

2) 무(亩)는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서 1무는 666.7㎡, 15무는
곧 1ha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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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의 중요한 식량원조국이 되었다. 중국은 세계 9% 미만의 경지를
가지고 세계 21%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세계 식량
안보와 농업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는 셈이다.

1.2. 농업의 기초 지탱능력 현저 증강
전통농업이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신품종과 신기술이 적극적
으로 보급･응용되고 있다. 농업의 규모화 재배와 양식, 구역화 배치, 표
준화 생산을 가속화하였고 농업의 물질장비수준이 대폭 제고되었다. 농
업과학기술이 장기간 진보하여 우량품종과 우수농법 등이 광범하게 보
급･응용되었다. 2011년, 농업과학기술의 기여도는 53.5%로 2005년 대비
8%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이 현 단계 중국농업발전의 주요
추진력이 되었음을 뜻한다. 농업기계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
다. 2011년 전국 농기계 총동력은 9.7억 킬로와트로 2002년 대비 4억 킬
로와트 증가하였고 파종･수확 종합기계화율은 54.8%로 22%포인트 증
가하였으며, 밀의 경우 전체 생산과정에서 기계화를 실현하였다. 농업
생산은 오랜 역사상 인력･축력으로 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기계화작업
을 주로 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홍수나 가뭄에도 수확을 보장
할 수 있는 고표준 경지 비중도 높아졌다. 2011년 유효경지관개면적은
92,236만 무로서 2002년 대비 11,705만 무 증가하였고 동기간 유효경지
관개면적 비중은 50%를 초과하였으며 관개용수 유효이용계수가 0.5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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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속적인 농가소득 쾌속 증가 실현
농업･농촌경제가 활력을 띠면서 농가소득은 2004년부터 연속 8년 쾌
속 증가하였다. 2011년 농가 일인당 순소득은 6,977위안으로 2002년 대
비 4,501위안 증가하였는데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평균 8%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중･서부 지역의 농가소득 증가속도가
동부지역을 초과하였고 농가소득 증가속도는 도시주민소득을 초과하여
도농주민소득의 격차가 축소되는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소득증대를 실
현한 동시에 농가소득구조에도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체 농가소
득 중 가정경영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고
인건비소득은 쾌속 증가하여 농가소득증대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였으
며 정책보조 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은 뚜렷하게 증가하여 농가소득증대
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11년 농가 일인당 순소득 중 가
정경영소득, 인건비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의 비중은 각각 46.2%,
42.5%, 8.1%, 3.2%였다. 농가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농촌주민의 엥
겔계수가 2002년의 46.3%에서 2011년 40.4%로 하락하였다.

1.4. 농촌공공서비스의 수준 현저히 제고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농촌의 물, 전기, 도로,
가스, 주택 등 기초시설 건설이 강화되었고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여건
도 크게 개선되었다. 2002년 이래 전국의 농촌도로는 총 272만 km를 신
축 혹은 재건하였고 3.26억 농촌인구의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농촌메탄가스 사용가구는 3,000여만 호가 새로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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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주택 460여만 채를 개조하였다. 농촌사회사업이 건전하게 발전
하여 도시와 농촌지역 기본공공서비스의 균형발전이 실질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의무교육 혜택을 받은 농촌학생이 1.3억 명에 달하였고 신형
농촌합작의료사업은 97% 농민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신형농촌사회양로
보험 시범지역은 전국의 60% 현에 보급되어 7,800여만 농가가 양로금
을 받았다. 빈곤부축(扶贫)3)투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표준도 제고되
었다. 전국 농촌지역 빈곤부축사업의 표준은 2000년 865위안에서 2010
년 1,274위안으로 제고하였다. 이 표준으로 통계한 농촌지역 빈곤인구
수는 2000년 연말기준 9,422만 명에서 2010년 연말기준 2,68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11월 29일, 중앙빈곤부축개발사업회의는 빈곤표준
을 2,300위안(2010년 불변가격)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인구를 추가로
빈곤부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5. 농촌개혁의 새로운 진전 실현
농촌의 기본경영제도가 안정･개선되었고 농촌토지도급경영권4)의 등
기 시범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유동이 질
서 있게 추진되어 다양한 형식의 적정 규모 경영이 출현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가정도급경지 이전면적은 2.28억 무로 전체 가정도급경지

3) 빈곤부축(扶贫)은 빈곤지역과 빈곤가구를 도와 경제개발, 생산발전, 빈곤탈출을 진
행하는 사회사업으로서 중국정부는 1986년부터 대규모 빈곤부축개발정책을 실행
하였음.
4)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집단(촌 정부, 국영농장 등)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농
가에 부여하여 농가단위로 자주적으로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농가토지도급경영제(혹은 농가승포제, 家庭承包責任制)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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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17.85%를 차지하였다. 농촌의 각종 신형 경영주체가 쾌속 증가
하였다. 2011년 말 기준, 각종 농민전업합작사가 52.17만 개, 농업산업
화경영조직이 28만 개에 달하여 1.51억 농가를 인도하였다. 새로운 농
촌개혁시험구사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취업제도, 호적제
도, 공공서비스제도는 일체화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종합개혁, 향
진기관개혁이 모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2011년 말 기준 전국
33,631개 향진기업이 개혁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으로 이는 전체 향진
기업의 98%에 달한다. 27개 성(省)5)이 1,080개 현(縣)에 대해 재정직접
관리를 실시하고 293만 개 향진에서 “향(鄕)의 재정을 현(縣)이 관리”한
다. 농촌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촌(村)은행, 대출공사, 농촌자금상호
합작사 등 신형 농촌금융기구가 나타났고 농촌신용사가 다원화 재산권
모델을 형성하였으며 농업은행 주식제 개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농
업발전은행은 업무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우정저축은행은 현 권역 기구
간 네트워크를 지속 건전화하고 있다. 2003년에 시작한 집체임권제도개
혁시범을 2008년에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임지도급경영건과 임목의 소
유권을 농가에게 부여하여 “산의 권한을 정하고(山定权), 사람의 마음을
정하며(人定心), 나무의 뿌리를 정하는(树定根)” 방식을 실현하였다. 농
촌기층조직과 민주법제건설을 강화하여 농촌 당간부와 주민 간의 관계
가 크게 개선되었다.

5) 중국의 행정구역은 전국을 성(省), 시(市), 현(縣), 향(鄕)･진(鎭), 촌(村) 순으로 등급
을 나눔. 성급 행정구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를 포함하고, 현재 전국에
는 23개의 성과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음. 성급의 하
위 행정구역은 시, 시의 하위는 현, 현의 하위는 향진이고 촌은 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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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 대외개방의 새로운 단계 진입
중국의 농산물수출입무역이 쾌속 성장하여 농산물무역 총액은 2002
년 300.5억 달러에서 2011년 1,556.6억 달러로 4.2배 증가하였다. 세계
농산물무역에서 중국의 지위가 크게 제고되었는데 현재 농산물무역액
기준으로는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세계 3위이고,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
계 7위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채소, 과일, 농가공제품 등 노동집약형제품이고 반면 주요 수입품목은
유지류, 면화 등 토지집약형제품이다. 토지집약형 농산물 수입은 국내
농산물에 대해 공급을 증가시켜 수요증가와 자원･환경 간의 압력을 해
소하여 농업의 전략적 구조조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공간과 여지를 제공
하였다. 또한 농업의 대외개방은 자금, 기술, 장비, 품종, 관리경험 등 현
대적 요소 도입을 촉진하였고 농업분야의 외자이용 수준을 제고하여 농
업의 “해외로 나가기(走出去)” 전략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16대 이래 중국의 농촌개혁 발전이 찬란한 성과를 이루어 광범한
농가가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의 농촌지역 정부
운영 기초를 공고히 하였고 도시와 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촉
진하여 국민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든든한 기초와 유력
한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2. “삼농”이론 정책혁신의 주요 성과
당16대 이래 과학발전관의 지도하에 중국의 경제발전단계 특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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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 “삼농”문제를 파악하고 국제 발전 경험에 대한
총결을 벤치마킹하여 정부는 시대에 맞는 일련의 “삼농”사업을 지도하
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논단을 제시하였고 “삼농”이론 정책혁신의 성
과를 취득하여 신세대 “삼농”정책의 구조체계를 구축하였다.

2.1. “삼농”문제해결을 당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전략으로 확립
농업･농촌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 국민
경제사회발전이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임무에 대해 후진
타오(胡锦涛) 총서기가 2003년초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삼
농”문제해결을 당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으로 확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 후, 우방궈(吴邦国)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에서 “삼농”문제해결을 당과 국가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으로 확정할 것
에 대해 강조하였다. 2004년 3월 원쟈바오(温家宝)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에서 재차 “삼농”문제해결을 전체 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에 둘 것을 강
조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농업의 중요한 지위를 진일보 강조하였고
“농업은 천하태평과 민심안정의 전략 산업으로서 농업현대화 없이 국가
현대화･농촌번영안정･전국번영안정이 있을 수 없고, 농민들의 풍족한
생활 없이 전국 인민들의 전반적인 부유한 생활이 있을 수 없다”고 지
적하였다. 중점 중의 중점 전략사상은 농업이 국민경제 중에서 차지하
는 기초지위를 재차 강화하였고 “삼농”사업이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의 중요한 지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은 사상인식을
승화하여 역대로 “삼농”사업을 중시해온 우량전통을 계승하고 전체 사
회가 “삼농”발전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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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업화･도시화 발전 중 농업현대화의 동시 추진,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발전의 일체화, 새로운 국면 형성을 가속화할 것에 대
한 기본요구 확정
장기간 지속된 중국의 도농발전 불균형과 이원화구조의 모순은 경
제･사회발전의 전체 국면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
16대는 처음으로 도농경제사회통합발전을 제기하여 도농 이원체제를
타파하는 역사적 과정을 개척하였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전략의 중대한
조정이다. 당16기 3중전회는 “5개 통합”을 제기하였고 이 중 도농통합
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당17대는 농업의 기초지위를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 방향을 제기하였고 노동자가 농민을 촉진하고 도시
가 농촌을 인도하는 장기적인 체제를 건립하여 도농경제사회발전의 일
체화의 새로운 국면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공업
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통합건설을 강조하였고 신형의 노동자와 농
민, 도시와 농촌 간 관계를 구축하여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할 것에 대한
중대한 전략을 강조하였다. 당17기 5중전회는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
중에 농업현대화를 동시 추진하는 것은 ‘12･5’6)기간의 중대한 임무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도농통합, “3화동보(三化同步)”발전이념의 지도하에

농촌지역의 분야별 개혁은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농업･농촌발전체제구
조는 개선되어 농촌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국가의 장기 안보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6) 중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1950년대부터 순차별 5개년 계획을 제정, “12･5”
는 제12차 5개년 계획을 의미하며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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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업의 농업부양(工业反哺农业), 도시의 농촌지원(城市支持农
村) 및 많이 부여(多予)･적게 징수(少取)･규제완화(放活) 지도
방침을 실시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하기 어렵고 농촌경제사회발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2003년초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삼농”에
“많이 부여, 적게 징수, 규제 완화” 방침을 제기하였다. 2004년 이 방침
은 정식으로 중앙 1호 문건7)에 기재되었다. 2004년 9월 당16기 4중전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후진타우 주석은 “두 가지 추세” 주요 논단을 제
기하였다. “일부 공업화국가발전의 역사를 종합하면 두 개 단계별로 기
본 추세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초반에 농업은 공업을 지원하
고 공업을 위해 축적을 제공한다. 공업이 상당 수준 발전한 이후 공업은
농업은 부양하고 도시는 농촌을 지원하여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이 두 개 단계는 모두 보편적인 추세이다.” 2004
년 12월 원쟈바오 총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국민소득 분배구조를
적극 조정하고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방침을
실행하며 농업･농촌발전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방침의
지도하에 정부는 농업에 대한 지원･보호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강농･혜농･부농정책이 속속 출범하고 건전화 및 강화되었다.

7) 중앙 1호 문건은 중국이 매년 가장 먼저 제정하고 발표하는 정부 문건으로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할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지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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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전략임무를
계획
중국의 국정과 농업상황에 근거하고 농업현대화 일반 법칙에 따라 당
중앙, 국무원은 중국농업이 처하고 있는 역사적 지위를 과학적으로 판
정하고 농업발전이 직면한 형세와 임무를 정확히 인식하여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전략임무를 계
획하여 농업･농촌의 비약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5년 당16기 5중
전회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현대화 발전과정 중 중대한 역사적 임무
로 제기하였고 “생산발전, 생활풍족, 풍속문명, 농촌경관청결, 관리민주”
전반 요구에 따라 신농촌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2006년 중앙 1호 문건은 “신농촌건설”을 주제로 분야별 사회주의 신농
촌건설에 대해 전략적 배치를 진행하였다. 2007년 중앙 1호 문건은 현
대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추진할 것을 재차 제
기하였다. 동시에 현대물질조건을 사용하여 농업을 정비하고 현대과학
기술로서 농업을 승화하며 현대경영방식으로 농업을 추진하고 현대발
전이념으로 농업을 인도하고 신형농민을 육성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전체 노선을 확정하였다. 당17대는 농업기초 지위를 강화하고 중국특색
의 농업현대화 방향을 강화하였고 또한 도농통합발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대해 전체 배치를 진행하였다. 2008년 당17기 3중전회에
서, 중국은 전통농업을 개조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방향으로 향하
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였고 새로운 형세하에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
고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전략임무로 삼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방
향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공업화･도시화･농업현대화를 통합적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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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을 재차 지적하였다. 2012년 정부는 최초로 국무원 문건으로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2011∼2015)》을 발표하여 발전 형세를 과학적
으로 분석하고 지도사상, 기본원칙과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
며 중점구역을 집중 계획하고 중점공정을 적극 모색･계획하여 “12･5”기
간 동안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건설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대해 전반적
인 배치를 진행하였다. 상기의 중대한 배치와 전략계획의 지도하에 중
국의 농업현대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제고되었고 농촌경관도 크게 개선
되었다.

2.5. 중대한 강농･혜농･부농정책조치 제정 및 실시
국민의 소득분배구조와 도농 간 이익관계를 적극 조정하고 기초시설
건설과 사회사업발전의 중점을 농촌에 돌리며 국가재정 중 교육, 위생,
문화 등 분야에 증설하는 사업경비와 고정자산투자를 주로 농촌지역에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재정의 빛이 농촌지역을 광범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한다.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연속 9년간 “삼농”사업을 지도하는 1호
문건을 발표하였는데 농민소득증대, 농업종합생산능력, 신농촌건설, 현
대농업, 농업기초, 농업의 안정발전, 농민소득의 지속증대, 도농통합발
전, 수리, 농업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전략적 배치를 진행하여 새 시대의
강농･혜농･부농정책체계를 강화하였다. 농업의 기초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삼농”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는데
2004년의 2,626억 위안에서 2011년 1조 위안을 초과하여 공업으로 농업
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인도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를 건립
하였다. 시장의 농업자원배치에 대한 인도역할 강화를 중시하여 식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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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판매를 전반적으로 개방하고 농산물유통을 시장화에 따라 운행하
도록 하였으며 주요 품목에 대해 최저수매가격제와 임시비축정책을 실
행하였다. 국가, 집체, 농민 간의 분배관계 조정을 중시하고 농촌세금비
용개혁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 농업세를 전면 취소하여 농민들의 연간
부담금 1,335억 위안을 경감하였다. 동시에 농촌종합개혁을 진행하여
촌급 공익사업건설에서 일사일의(一事一议)8)를 진행하는 데 대해 재정
장려보조를 진행하고 농업･농촌발전을 파괴 혹은 제약하는 체제장애를
점진적으로 제거하였다. 농업지원과 보호 강화를 중시하여 농업생산보
조를 실시하고 식량주산지, 식량생산 대규모현(縣)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였는데 식량재배직접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농자

재종합보조 등 “4보조”자금은 2006년의 310억 위안에서 2011년의 1,439
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중앙재정 중 식량과 식용유 및 생돈 등의 생산
대규모현에 대한 장려보조금은 2011년 기준 255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금은 136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식
량과 농업생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하는 데 유력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방정부가 식량산업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가 농
업을 지원하여 식량산업을 부흥시키도록 하였으며 광범한 농민들의 농
업종사와 식량재배의 적극성을 고취시켰다.

8) 일사일의(一事一议)는 중국 농촌세금비용개혁 진행과정 중 농지수리기본건설, 도로
수리건설, 식수조림, 농업종합개발 관련 토지정리과제와 촌민들이 필요로 하는 집
체생산생활 등 기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때 해당 안건에 대해 민주
적 절차인 의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 일사일의는 “능력껏 진행, 군중수혜, 민주
결책, 상한제한, 사용공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촌민회의 혹은 촌민대표대회를
개최하여 18세 이상 촌민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 농가대표가 참여하여야 하고
회의참석인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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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16대 이후 10년간은 중국공산당의 “삼농”의 이론혁신, 정책혁신, 제
도혁신과 실천혁신 성과가 가장 풍성한 시기였다. 실천은 이러한 이론
과 정책혁신의 성과가 농촌개혁발전을 지도함에 있어 시대와 발전과정
중 이정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3. “삼농”발전의 중점 사업
3.1. 강농･혜농･부농정책의 집행과 개선
중국은 지역별･부처별로 중앙정부의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중요한
지위에 배치하고 집행하여 농업 “4보조”, 식량･면화･유지･당료 등 다수
확 산지의 건설, 초원생태보호보조장려, 생산 대규모현에 대한 장려보
조 등 정책지원을 확대하였고 농업금융지원과 농업보험정책을 개선하
고 집행하였다. 밀은 “1분사3방지(一喷三防)”9), 벼는 비닐하우스 모종
육종, 옥수수와 감자는 멀칭과 기계이앙, 기계 토지정리, 병충해 전문퇴
치, 토양측정 시비 등 관건기술을 집중 보급하였다. 또한 조건이 양호한
개간구의 위험한 주책에 대한 개조 등 민생정책을 집행하였다. 농촌토
지도급경영권 등록 시범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도급경영권이 의법(依法)･
자원(自愿)･유상(有偿)의 원칙에 따라 이전하도록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
하였으며 농가들의 토지도급경영권이 질서 정연하게 유동하도록 유도

9) 밀재배지역의 “1분사3방지(一喷三防)”라고 함은 밀 성장기 살충제, 살균제, 식물성
장조절제, 엽면비료, 미생물비료 등 혼합배합제를 분무하여 병충해, 건열풍, 쓰러짐
등 세 가지를 방지하여 밀의 증산을 확보하는 관건기술 조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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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토지도급경영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구조를 건립하였으며 초원권
리 확정권과 도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역별로 부대 정책을 출범
하여 농업지원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3.2. 식량 등 주요 농산물 생산의 안정적 발전 보장
식량의 안정생산을 촉진하였다. 봄철재배기간, “삼하(三夏)”, “삼추(三
秋)” 등 관건 농번기에 각급 농업부문은 지도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진행
하고 기관간부, 전문가와 농업기술자를 생산라인에 동원하여 감독지도
와 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6년 이래 국무원은 연속 7년 전국
춘계농업생산현장회 혹은 사업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 중앙정부는
국무원의 명의로 전국식량안정증산행동을 개최하여 다수확 창건을 대
규모로 진행하였고 다수확 우수품종과 부대 재배기술을 집중 보급하였
으며 농기계와 가공기술이 상호 결합하고 우량종과 우수재배방법을 겸
비하도록 촉진하여 대규모 균형증산을 실현하였다. “채람자(菜篮子)”10)
제품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신시대 “채람자” 공정건설을 추진하
였는데 그중 채소, 돼지고기, 소･양고기, 유제품, 수산물 등 제품생산을
중시하였다.

《전국채소산업발전계획》을

가동하고

비교우위생산구역의

생산기지와 채소의 집약화 육묘장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규모 도시의 채
소단지 보유량을 안정시켜 본 지역 계절채소 자급능력을 제고하였다.
생돈생산을 안정시키고 생산 감독･측정과 동향관측을 강화하였으며 조

10) 1988년 식품공급부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농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채람자공정(shopping basket program)”에서 채람자는 장바구니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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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안을 제정 및 개선하여 적시에 조절조치를 가동하였다. 소･양고기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생산방식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소･양 사육 대규
모현의 생산력건설을 강화하고 우량번식체계를 진일보 개선하였으며
소･양고기 공급능력을 제고하였다. 수산물의 건강한 양식을 추진하고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증식방류를 강화하였으며 원양수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수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였다.

3.3. 농업생산능력 배치를 개선
《전국비교우위농산물구역배치계획(2003~2007)》을 종료한 기초 위에
《전국비교우위농산물구역계획(2008~2015)》을

발표･실시하여

지역별로

농산물구역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비교우위농산물의 공간구조, 품
종구조, 품질구조를 개선하여 비교우위산업지대의 규모화･전문화 생산
과 시장화･산업화 경영수준을 제고하였다. 계획은 농산물 구역배치를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의 “크고 전반적, 작고 전반적(大而全, 小而全)”11)
인 생산구조를 타파할 것을 지적하였다. 벼, 밀, 옥수수, 대두 4대 식량
작물의 비교우위지역 집중도는 각각 98%, 88%, 65%, 55% 이상을 유지
하고 있다. 면화, 유지류, 당료, 사과, 생돈, 수출수산물 등 비교우위구역
생산량은 각각 총생산량의 99%, 80%, 60%, 90%, 56%, 80% 정도를 차
지한다. 벼, 밀, 옥수수, 대두 4대 식량작물의 우량품종 비율은 81%,
74.3%, 64.6%, 75.9%에 달하고 그중 벼, 밀, 옥수수의 우수품질 비중은
2001년 대비 각각 45.9%, 25.8%, 38.5% 포인트 제고하였다. 밀, 벼 등

11) 전문화 수준이 낮은 생산구조 혹은 생산경영방식을 일컫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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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의 정밀가공 비중은 40%이상에 달하고 일부 특색 농산물가
공단지의 건설을 확대하였다.

3.4. 농업과학기술의 혁신과 보급 적극 추진
농업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현대농업의 산업기술체계 건설을 강
화하며 슈퍼벼, GMO 항충 면화, 쌍저(双低)유채12) 등 우량품종과 부대
기술을 육성･보급하였으며 주요 농작물의 단위당 생산량을 제고하고 품
질을 향상시켰다. 슈퍼벼의 단위당 생산량은 900kg/무(畝)에 달하고 조
류독감, 돼지독감 등 동물예방접종과 건강사육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사
육업의 안정과 발전 및 공공위생안전을 보장하였다. 기층농업기술보급
체계의 개혁과 건설을 강화하였다. 전국 범위로 향진 혹은 구역별 농업
기술보급, 동식물역병퇴치, 농산물품질안전 감독관리 등 공공서비스기
구를 개선하였다.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과 건설을 강화하고 향진
농업기술보급기구의 건설을 강화하였다. 현재 전국 98% 이상의 현은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 임무를 완성하여 농업기술보급의 공공서비
스 능력이 뚜렷하게 증강하였다. 현대재배업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현대 농작물 재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전
국현대농작물재배업 업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농업부는 국가농작물종자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농작물종자생산경영허가관리방법》을

수정･공포

하여 재배업은 상당한 발전을 취득하였다. 농업인재 육성, 특히 농촌실

12) 쌍저유채는 유채유 중 에루스산 함량이 3% 미만, 유채깻묵 중 시안배당체 함량이
30umol/g 미만인 유채품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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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재 육성을 가속화하였다. 농촌실용인재육성 “백만명 전문대생 계
획”을 실행하고 농촌실용인재 선도자와 대학생촌관(村官)에 대한 시범
적 훈련을 추진하며 농촌실용인재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준
과 구조를 개선하였다. 농업실용기술훈련과 농민직업기술능력훈련을 대
규모로 진행하여 매년 농민 1억여 명을 훈련시켰다. 재배･사육･양식 대
규모농가, 농기계기술자, 경제인(經濟人), 전업합작사책임자, 대학생촌관
에 대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신형 직업농민육성을 가속화하여
“향후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 해결에 주력하였다.

3.5. 농업시설장비건설 강화
가뭄･홍수재해에도 수확을 보장할 수 있는 고표준 농경지를 대규모
로 건설하여 5억 톤 식량 경지 신설을 실시하고 면화･기름･당료 등 중
점 농산물생산기지건설을 강화하며 새로운 “채람자” 공정 건설을 추진
하여 주요 농산물의 생산능력을 제고하였다. 농업기계화를 적극 추진하
였는데 2004~2011년 동안 이에 대한 중앙재정의 누계 배정자금은
529.7억 위안이며, 각종 농기구구입보조 1,672만 대와 수혜농가 1,489만
호에 달하고 전국 농기계 총동력은 61% 증가하였으며 대마력, 다기능,
고성능 및 취약분야 농업기계화 성장속도, 농기계장비구조 등은 지속적
으로 개선되었다. 농기계전업서비스를 적극 발전시켜 밀생산은 전체 기
계화를 실현하였고 벼의 이앙 및 수확 기계화와 옥수수의 수확 기계화
가 빠르게 진전되었으며 농기계장비와 작업 서비스 수준이 크게 제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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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산물시장체계 건설 가속화
현재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은 4,300개가량이 있는데 전체 농산물도매
시장 승급 및 개조를 적극 추진하였다. 농업생산주체가 소규모이고 분
산적인 특징에 따라 농촌경제인과 농업산업화 조직을 적극 육성하였다.
현재 전국의 농촌경제인이 600만 명 이상에 달하는데 이들은 생산과 판
매를 연결하고 유통을 활성화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등 분야에서 적극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신선농산물 “녹색통로”정책을 실시하
여 합법적으로 신선농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였
다. 2008년 9월 1일 정부는 농산물집무시장의 관리비용과 개인 공상호
(工商戶)에 대한 관리비용 징수를 중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 및 경
영호의 연간 부담금 300억 위안을 경감하였다. 2011년 말 기준 14개 유
형, 219개 품종의 채소에 대한 유통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유통비
용을 절감하였다.

3.7.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농산물품질안전법》, 《식품안전법》등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농산물품질안전관리감독업무체제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였
다. 성(省), 시(市), 현(縣), 향(鄕) 등 4급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기구가
설립되고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현재 성급은 대부분 관리기구를 설립하
였고 시급은 3분의 2, 현급은 3분의 1 정도가 설립된 상황이다. 전국농
산물품질 검역체계 건설계획을 조직 및 실행하여 전국 농산물품질안전
검역능력을 제고하였는데 전국 주요 도시, 주요 산지 및 주요 농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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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정돈을 강화
하고 관례검역, 위험평가와 응급처치제도를 수립하여 문제처리를 중시
하였다. 동시에 표준화건설을 전반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업에 대한 국
가표준과 업종표준 총 5,000여항을 제정하여 농업의 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의 전체 단계에 파급시켰다. 표준화생산시범단지 건립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채소･과일･차 표준원, 축산 표준화･규모화 사육장, 수산
건강양식시범장 1,993개를 창건하였고 농업표준화 시범현 546개를 설
립하여 시범의 인도 역할을 강화하였다. “3품1표(三品一标)”13) 인증 총
수는 9만 여 개를 초과하였는데 “3품1표” 제품총량과 산지규모는 모두
전국 식용농산물 상품총량과 생산총면적의 40%를 초과하였다.

3.8. 중대 동식물역병 퇴치와 농업재해 방지 및 감소 능력 강화
중대한 동물역병에 대한 퇴치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조치집행을 강화하여 중대한 동물역병의 폭발과 유행을 적극 방지하였
다. 각급 수의업무기구와 동물방역공공서비스기구를 건립･개선하고 수
의관리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동물역병에 대한 종합퇴
치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면역, 감독･모니터링, 검역감독관리,
소독 및 무공해화 처리 등 종합적인 퇴치조치를 강화하였다. 백신 품질
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응급처치를 강화하였으며 사람과 가축
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에 대한 방지를 강화하고 구제역과 고질병 조

13) 3품1표(三品一标) 중 3품은 무공해농산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1표는 농산물지
리표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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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독감 등 중대한 동물역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퇴치하였으며 원촨(汶
川)지역의 특대 지진 등 중대한 자연재해의 사후방역에 성공적으로 대
처하였다. 규정에 없는 동물역병 구역과 생물안전격리 구역에 대한 건
설과 평가를 강화하고 동물위생에 대한 법 집행 감독을 적극 추진하였
으며 잔류수의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동물제품의 안전관리감
독수준을 제고하였다. 농작물병충해에 대한 퇴치작업을 강화하고 “공공
식수와 보존(公共植保), 녹색식수와 보존(绿色植保)”을 추진하였다. 예방
을 중시하고 종합 퇴치를 실시하며 사전에 방지하고 구역 간 상호 퇴치
하며 구역 내 통일퇴치를 진행하는 등 원칙을 견지하고 전문화 통일퇴
치 시범현 건립 활동을 진행하여 병충해와 손실이 효과적으로 감소하였
다. 초원의 서충(鼠虫)해, 독해초에 대한 퇴치능력을 확대하였다. 재해를
방지하여 풍작을 거두는 사상과 “재해감소는 증산”이라는 이념을 수립
하고 과학적으로 재해를 방지하고 질서 있게 재해에 저항하며 효율적으
로 재해를 구제하고 효과적으로 가뭄, 홍수, 저온냉해, 폭설, 지진 등 자
연재해에 대응하여 농업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경감하였다.

3.9. 농촌민생 개선
취업을 통한 농민소득증대 촉진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민의 이전취
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농업 내부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고 농민의 취업･
창업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농민취업과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다
양한 경로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가시켰다. 기본 공공서비스 균형화를 적
극 추진하며 국가기초시설건설의 중점을 농촌에 두는 원칙을 견지하고
농촌사회사업의 발전을 전체 사회사업 발전의 최우선 지위에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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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이 농촌에 집중되고 공공설비가 농촌에 보급되며 공공서비스가
농촌지역을 커버하도록 하였다. 농민공14)의 합법권익을 적극 수호하고
농촌지역의 학교설립여건과 교원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을 추진하고 농촌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농
촌공공문화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농촌교육, 위생, 문화 등 사업의
발전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였으며 공공재정의 빛이 농촌지역을 비추
고 광범한 농민들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하였다.

3.10. 농촌개혁과 농업의 대외개방 강화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안정･개선하고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통일과

분리를 결합하는 이중(双層) 경영체제의 불변함을 견지하였다. 《농촌토
지도급법(农村土地承包法)》,《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农村土
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을 출범하였고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시
범지역을 추진하였으며 법에 따라 초원도급경영등기를 진행하고 농촌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생활과 소득
격차 축소를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리와 기회격차 축소도 중시하였
으며, 인구와 문명수준 격차도 축소하여 노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시작을 단행하였다. 불합리한 정책과 제약을
철회하고 공평하게 농민공을 대우하고 도시와 농촌의 동일취업시장 건
립을 가속화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동일 인구비율에 따라 인민대

14) 농민공은 중국에서 농촌호적을 갖고 있는 농민이 현지의 향진기업 혹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중국 역사발전 중에 나타난 특수한 노동 개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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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고 농민의 현과 향급 인민대표의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농민들이 평등한 정치권한을 향유하도록 보
장하였다. 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내외 “이중 자원, 두 개 시장”
을 적극 이용하고 농업의 “대외로 나가기” 전략을 추진하여 농업의 국
제경쟁력을 제고하였다.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당16대 이래 정부는 “삼농”사업지도방식과 방법의 혁신을 지속 추진
하여 농촌발전을 공동 추진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4.1. 농촌사업지도체제의 구조개선
정부는 당의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개선하고 당위원회가 통
일적으로 지도하고 당과 정치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농촌사업 종합부문
조직이 조화를 이루면서 관련 부문을 각자 책임지는 등 농촌사업지도체
제와 사업구조를 강화하였다. “쌀포대(米袋子)성장책임제”, “장바구니(菜
篮子)시장책임제”와 “재해방지구조 지방행정지도자책임제”를 건전히 하
고 종합부문과 농업부문이 협력하여 “삼농”을 중시하는 사업구조를 지
속 개선하며 “삼농”사업 업적에 대한 간부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농
촌기층당조직이 보루역할을 하도록 하여 중앙결책을 집행하고 농촌개
혁 발전을 추진하는 유력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각급 농업부문
은 “대농업, 대합작” 이념을 수립하고 계통 간 연동과 부문 간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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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였다. 농업부는 부처와 성 간의 협력, 부처 간 협력, 농업전문대
학 공동 건설, 연합회의제도 건립 등 방식을 통해 지지를 적극 쟁취하여
“삼농”발전을 협동으로 추진하는 사업구조를 수립하였다.

4.2. 사업집행구조 건전화
중앙정부는 “삼농” 지원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필요한
행정수단으로 농업･농촌업무를 적극 추진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중앙
정부의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책임감 있게 집행하
고 규범화로 운행하였다. 과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특별사업에 대한 검
사를 강화하고 정책집행 진도를 가속화하여 각 항목의 정책이 기층에까
지 하달되고 농가에 전달되도록 담보하였다. 기층의 중시와 농민의 수
요에 따라 중대한 기술노선과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적시에 실용기술,
시장정보 및 정책법규를 기층과 산지에 전달하였다. 홍보와 정책해설을
강화하여 적시에 강농･혜농･부농정책 신호를 발표하여 농민의 생산 적
극성을 불러일으키고 보호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농업부문은 2010년부터 업적평가관리를 실행하여 강농･혜
농･부농정책의 집행과 식량생산 안정발전의 유지 등 “삼농”발전 관련
전반적인 사업을 핵심지표로 하여 정책집행을 중시하는 장기적이고 효
율적인 구조를 건립하여 농업･농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4.3. 농업･농촌 과학발전의 지도수준 제고
농업부문은 중앙결책을 관철하여 집행하고 대사에 대해 고민･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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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였고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2011-2015》을 연
구 및 제정하였다. 동시에 농업･농촌경제발전 “12･5” 계획과 업종별, 분
야별 전문계획을 제정･발표하여 계획의 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
업･농촌경제 각항 사업은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전형적인
시범의 견인 역할을 중시하고 식량･유지류･당류 등 다수확 창건과 “채
람자” 제품의 표준화 창건을 적극 추진하여 시범지역이 대규모 균형증
산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국가현대농업시범단지 창건과 농촌개혁시험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2010년 이래 총 153개 현대농업시범단지를
인증하였고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24개 농촌개혁시험구를 비준하였다.
이를 통해 선 시행(先行), 선 시험(先試)및 시범의 인도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도록 하였다.

4.4. 법에 따른 농업행정집행력 증강
《법에 따른 행정집행 전면 추진 실시요강(全面推进依法行政实施纲
要)》과 《국무원의 법치정부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加强法治
政府建设的意见)》을 적극 실시하고 농업의 법에 따른 행정집행력, 농업
의 법제건설을 적극 강화하였다. 당16대 이래 정부가 농산물품질안전
법,

농민전업합작사법,

동물방역법,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절중재법

등 일련의 농업분야의 중요한 법규조례를 출범시켜 농업의 법률법규체
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현재 농업분야의 제정 및 실행 중인 법률 15건,
행정법규 25건, 농업부 규정 158건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 부분을 포
괄하고 있어 농업분야는 근거법이 존재하는 기본 국면을 형성하였다.
농업부문은 농업종합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기층의 농업법집행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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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강화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의 2,286개 현이 농업종합법집행
을 실행하였는데 현급 단위의 농업종합법집행 실행 비율은 98.2%에 달
하여 농업법집행 능력과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농업행정심사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행정심사비준이 규범화되고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운행되고 있다.

4.5. 농민군중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구조 건립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쟈바오 총리 등 중앙 지도자는 농업･농촌 현
장을 자주 방문하고 농가와 산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농업･농촌사
업을 지도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중앙정부의 “실제, 기층, 군중에 깊
숙이 접근하는(深入实际, 深入基层, 深入群众)” 노선을 견지하고 “백향･
만호조사(百乡万户调查)”, “생산현장에 뛰어들어(接地气), 민심을 관찰하
는(察民情)” 실천훈련, 지도간부와 연계 등 다양한 형식의 “기층침투, 실
천훈련”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일상화･제도화로 정착시켰다. 기관간
부가 “삼농”실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농민군중과의 감정을 증진하고 당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제문제를 해결하였다.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빈곤가구를 돕고 촌단위로 책임지고 서비스하며 정책과 기술
을 농촌에 전파하는 등 방식을 활용하여 농민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일
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안을 해결하였다.
농업･농촌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삼농”사업을

추진하는

주도권을 장악하고 “삼농”정책의 핵심적인 집행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삼농”사업 발전의 강대한 협동심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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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개혁발전의 형세와 전망
중국은 현재 전반적으로 공업이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견인
하는 발전단계에 진입하였고 전통농업을 급속히 개조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진입하였으며 도농 이
원구조를 타파하고 도농경제사회발전에서 일체화 발전의 새로운 국면
에 접한 중요한 시기에 진입하였다. 농업현대화가 없이 국가현대화가
있을 수 없고 농촌의 번영과 안정 없이 전국의 번영과 안정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전체 농민들의 풍족한 생활을 떠나서 전국 국민의 전반적인
풍족함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동시에 현재 중국의 농업기
초는 여전히 취약하고 농촌발전은 침체되어 있으며 농가소득증대에 많
은 어려움이 존재함을 중시하여야 한다. 특히 인구증가, 도시화수준 제
고와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농산물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품질에 대한
요구도 제고되었으며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에 대한
압력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배경하에 중국의 농업생산경영방식, 농촌경제구
조, 농촌사회구조 및 농민사상이념은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반
면, 농업현대화 발전이 공업화와 도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은 중국 현대화건설의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개혁발
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새 시대 중국 농업･농촌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삼
농”문제 해결을 당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인 전략사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업의 농업부양, 도시의 농촌지원과 많이 부여하고 적게 징
수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지도방침을 실시하며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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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방향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17기 5중전회 요구에 따라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12･5” 시
기의 중대임무로 삼고 강농･혜농･부농 지원역량을 확대하여 농업･농촌
발전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농업현대화 수준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제고
하여 농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낙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현대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촌기초시설 건설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농민소득증대 경로를 개척하고 농촌발전체제와 구조를 개선
하여야 한다. 도농평등을 개선하는 요소교환 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토
지가치증대수익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저축자금이 주로 농업과 농촌에
사용되도록 하며 도농평등의 요소교환구조를 건립 및 개선하여야 한다.
농민공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농민공의 보수인상 구조를
개선하며 도농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수립하고 호적등록조건에
부합되는 농업이전인구가 도시주민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사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사회 관리조직, 체제와 방식을 혁신
하며 도농경제사회발전 일체화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여 2020년에 이
르러 전반적으로 부유한 샤오캉(小康)사회 조성과 사회주의현대화 실현
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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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농･혜농･부농정책의 법규체계 수립

당16대 이래 중국의 농업발전이 역사적인 진보를 가져왔고 농촌경관
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공업과 농업 간과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도 중대
한 전환을 실현하였다. 농업･농촌발전이 찬란한 성과를 취득하였는데 근
본적인 요인을 보면 중앙정부가 당의 농촌기본정책을 견지한 기초 위에
“삼농”이론의 혁신, 정책혁신과 제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련의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시행하며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새 시대의 강농･
혜농･부농 정책체계와 농업법률법규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농업･농촌발
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당한 생기를 주입시켰기 때문이다.

1. 정책혁신 추진 및 강농 혜농 부농정책 체계 수립
당의 삼농이론의 지도와 인도하에 중앙정부는 삼농정책 혁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 이래 연속 9년 삼농사업을 중심으로 한 1호
문건을 발표하여 일련의 고수준 정책조치를 단행하여 새 시대 강농･혜
농･부농정책 체계를 구축하였다.

1.1. 삼농투입보장정책 혁신으로 삼농투입 대폭 증가
당16대 이래 정부가 국민소득분배 국면과 도농이익 관계를 적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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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공자원의 도농 간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였고 기초시설건설의
중점을 농촌에 집중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여 농업･
농촌의 기초시설건설이 중대한 발전을 취득하였다.

첫째, 농업투입보장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업투입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축금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증가
량은 중점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원칙을 확정하였고 재정지출과 고정자
산투자 중 농업･농촌에 대한 투입비중을 지속 증가하였다. 2004년 중앙
1호 문건은 새로 증설한 교육, 위생, 문화 등 분야에 대한 지출을 주로
농촌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유토지의 양도소득을 농용토지개발에 사용
하는 비중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 중앙 1호 문
건은 국가재정 중 농업지원자금의 증가액은 전년 대비 높아야 하고 국
채와 예산자금 중 농촌건설에 사용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높아야 하며
이 중 농촌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자금은 전년 대
비 높아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2008년 중앙 1호 문건은 재정지출 중 농
업지원투입의 증가량은 전년 대비 현저히 높고 국가 고정자산투자 중
농촌에 사용하는 증가량은 전년보다 높아야 하며 정부토지의 양도소득
을 농촌건설에 사용하는 증가량은 전년보다 높을 것을 요구하였다.
2008년 《중공중앙 농촌개혁발전의 중대 문제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
央关于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은 각급 재정 중 농업투
입에 대한 증가율은 경상소득 증가율을 초과하고 국가가 농촌기초시설
건설과 사회사업발전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시키며 정부토지양도소
득, 경지점용세의 신 증가소득의 농업사용비율을 제고하여 중서부지역
의 농촌공익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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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과 2010년 중앙 1호 문건은 경지점용세의 세율을 제고한 후
새로 증가한 소득은 전부 농업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10년간의 발
전을 통해 삼농투입은 안정적인 증가구조를 건립하였다. 2011년 국가재
정 중 삼농지출은 1조 위안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2010년 대비 1,839억
위안 증가하였고 2002년의 6.6배에 달하였다. 2012년 중앙재정 중 삼농
에 대한 투입은 12,287억 위안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2011년 대비 1,868
억 위안 증가한 수치이다.

둘째, 투자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지원 중점을 확정하였다.

삼농에 대한 자금투입은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구조를 개선하
고 중점분야, 중점지구 및 취약단계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였다. 투자는
식량안보, 주요 농산물공급과 농촌민생 및 농업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농
업공공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건 분야에 집중하였다. 우수품질식
량산업공정과 5,000만 톤 식량생산력건설을 실시하였고 또한 재배･사
육･양식업의 우량종과 농업기술의 혁신과 응용, 동식물보호, 농산물품
질안전,

농산물시장정보,

농업자원과 생태환경보호,

농업사회화서비스

와 관리 등 “7대 체계” 건설을 가동하였다. 투자금액은 중･서부지역과
식량주산지에 집중되어 균형발전을 촉진하였다. 중･서부지역의 농업･농
촌기초건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한 동시에 2009년부터 중･서부지역
의 낡은 저수지, 생태건설, 농촌식수안전, 대중규모 관개구역의 공익건
설항목에 대한 자금배정계획에서 현급 및 현급 이하의 자금 부담을 취
소하였다.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조치는 주산지에 집중하였고 주산
지의 이익보상구조를 건립하고 식량, 생돈 등의 주산지 현에 대한 보상
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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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투자구조를 혁신하고 다원화 투입 국면을 형성하였다.

농업투입경로를 개척하여 농가가 자금과 노동을 적극 투입하고 정부
가 투입을 지속 확대하여 사회역량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다원화 투입구
조를 형성하였다. 농민이 관리하고 공무원이 지원하며 장려로 보상을
대체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농민 개인과 촌집체가 농업･농촌의 중소규모
기초시설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2002년

이래

농업부는

농업고정자산투자와

농업종합개발자금

총

1,398억 위안을 집행하였는데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이 중 “11･5” 기
간 동안 총 836.8억 위안을 집행하여 지난 “10･5” 기간보다 291.9억 위
안(187%)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총 267.86억 위안을 집행하였는데 이
는 2001년 29.04억 위안의 9.2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1.2. 국가와 농민의 분배정책 혁신, 농업생산보조제도 수립
당16대 이래 농촌세금비용개혁시범을 통해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농업세 징수조례를 전면 폐지하여 2600여 년간 지속해왔던 농업세는 역
사무대에서 퇴출하여 전국 농민들의 연간 부담금 1,335억 위안을 경감
하였다. 2000년부터 세금･비용개혁을 진행하면서 2011년까지 중앙재정
중 이전지불자금에 배정한 누계금액은 총 6,543억 위안으로 이는 현･향
정부의 소득감소를 충당하였다. 이 중대한 개혁은 국가, 집체, 농민 간
의 분배관계를 합리화하였고 농민들이 활기를 띨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를 개척한 것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국내 경제사회발전단계의 변화에
따라 농업보조제도를 적시에 수립하고 보조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보조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중국국정과 WTO규칙에 부합하는 농업보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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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첫째, 식량재배농가에 대한 직접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와
농자재종합보조를 실행하였다.

이는 중국 농업보조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보조금 규모는 2002
년의 1억 위안에서 2012년 1,653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10년간 누계
보조금 규모는 7,631억 위안에 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식량재배 직접보조이다. 2004년 중앙재정은 식량
위험기금 중 116억 위안을 기존 유통단계에 대한 보조에서 식량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하였다. 2007년 이후 연간 151억 위안을 배정하였
는데 이는 식량위험기금 총규모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9년 동안 누계 배
정총액은 1,144억 위안에 달하였다. ② 우량종자보조이다. 2002년 중앙
재정은 1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여 동북지역의 대두 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자보조를 실행하였다. 이는 중국의 농업보조가 정식으로 시작됨
을 뜻한다. 정부는 10년 동안 보조금 규모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
데 농작물우량종자보조 누계금액은 1,149.3억 위안이었다. 그중 2012년
의 보조규모는 224억 위안이고 보조대상은 10개 주요농작물 품종을 포
함하였다. 2006년 중앙재정은 축산우량종보조를 가동하였는데 현재 보
조대상은 젖소, 생돈, 육우와 육양을 포함하며 누계보조금 규모는 52억
위안에 달한다. ③ 농기구구입보조이다. 2004년 정부는 정식으로 농민
들이 선진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데 대한 보조를 실시하였는데 9년간 중
앙재정 중 이에 대한 누계 보조규모는 729.7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 중
2012년은 200억 위안이고 2008년부터 보조정책은 모든 농･축산업 현을
포함하였다. ④ 농자재종합보조이다. 화학비료, 디젤유 등 농자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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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격히 상승하여 식량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중앙재정은 식량재배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위에 농
자재종합보조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은 “농자재가격 변동과 식량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보조 수준을 결정하는(价补统筹, 动态调整,
只增不减)” 동태조정제도를 수립하였고 7년간 누적 농자재종합보조금
규모는 4,457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 2012년에 1,078억 위안을 배정하였
다. 2006년부터 중앙재정은 어업 디젤유보조정책을 수립하여 조건이 부
합되고 법에 따라 국내 해양포획, 원양어업, 내륙어획 및 수산양식에 종
사하고 동시에 동력선을 사용하는 어민과 어업기업을 대상으로 디젤유
가격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7년간 누계 보조금 규모는 728.8억 위안이
며, 이 중 2012년에 240억 위안을 지급하였다.

둘째, 식량, 유지작물, 생돈 등 생산 대현(縣)을 대상으로 장려보조를 실
시하였다.

현과 향급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고 주산지 정부가 농업을
중시하고 식량산업을 장악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5
년 중앙정부는 식량생산대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도입하였고 2008년에
유지작물생산대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개시하였다. 8년간 중앙재정 중
식량과 유지작물 생산대현에 지급한 누적 장려자금규모는 1,331억 위안
에 달하였고 지급대상 지역은 1,000여 개 식량생산대현과 900여 개 유
지작물생산대현을

포함하였다.

2007년에는

생돈출하대현을

대상으로

장려정책을 실행하였는데 현재까지 누계 배정자금규모는 155.2억 위안
에 달한다. 생돈대현장려정책은 “생산을 유도하고, 출하량에 비례한 장
려금을 지급하며, 자금을 현에 직접 배정하고, 해당 항목에만 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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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생돈 생산 발전을 지원하였다.

셋째, 기술서비스보조를 실행하였다.

기술서비스보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농민교육보조
다시 말해서 “햇빛공정”이다. 이 정책은 2004년에 시행하여 연도별 자
금규모는 초기의 2.4억 위안에서 현재 11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매
년 350여만 명의 농민을 교육･훈련시켰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이전취
업농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주로 실시하였고 현재는 농업생산 서비스기
술에 대한 훈련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② 동물방역보조이다. 이 보조
는 주로 4개의 유형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콜레라 등 중대한 동물역병에 대한 의무면역보
조이다. 두 번째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작은 반추동물의 역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양성반응 젖소에 대한 강제
도살보조이다. 세 번째는 촌급 동물방역인원이 가축의 의무면역을 실행
하는 등 기층 동물방역사업경비의 노무보조이다. 네 번째는 규모화사육
장에서 병사한 돼지를 무공해 처리할 때 두당 8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하는 등이다. ③ 농업재해 방지･감소, 생산 안정･증산 관건기술에 대한
보조이다. 2010년부터 정부는 예년에 자주 발생한 농업자연재해와 당해
연도 극심한 날씨예보에 근거하여 일부 재해를 감소하고 증산을 실현하
는 관건･실용기술을 선정하여 중앙재정에서 보급보조자금을 지급하였
다. 2012년 중앙재정은 농업재해 방지 및 감소, 농업생산 안정 및 증산
의 관건기술보조 과제를 설정하였다. 보조자금은 주로 밀주산지의 “1분
사3방지(一喷三防)15), 동북지역의 벼의 하우스 육모와 “좌수종(坐水种)”,
남방지역의 조생벼 집중육묘, “벼･벼･유채(稻稻油)”16), “1촉진4방지(一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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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防)”17)와 서남지역의 옥수수 멀칭재배 등 6대 관건기술에 투입된다.
④ 토양측정･처방시비보조이다. 비료이용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생태환
경을 개선하며 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증가하기 위해 2005
년부터 토양측정･처방시비에 대한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다. 보조금은 주
로 과제를 진행하는 현급 농업기술보급부문에서 무료로 농가에 토양측
정･처방시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급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중
앙재정 중 해당 보조자금 누계 지급규모는 57억 위안에 달하였고 전국
모든 현급 농업행정구역을 포함하였으며 연간 1.7억 농가에게 기술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⑤ 토양유기질 제고를 위한 보조이다. 화학비료와 유
기질비료 등 2개 자원을 총괄 이용하여 유기와 무기의 상호 결합을 실
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토약측정･처방시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2006년부터 국가는 토양의 유기질 제고 보조과제를 시
작하였다. 보조과제는 농가가 농작물대를 재활용하여 녹색비료 재배를
회복하고 상품유기비료 시비를 증가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향상
시키며 토양의 질을 제고하도록 인도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중앙재정
중 해당과제에 대한 누계 보조규모는 16억 위안에 달하고 전국 545개
현(농장)을 포함하며 실행면적은 3,000만 무에 달하였다.

15) 밀재배지역의 “1분사3방지(一喷三防)”라고 함은 밀 성장기 살충제, 살균제, 식물성
장조절제, 엽면비료, 미생물비료 등 혼합배합제를 분무하여 병충해, 건열풍, 쓰러
짐 등 세 가지를 방지하여 밀 증산을 확보하는 관건기술 조치를 말함.
16) 벼･벼･유채(稻稻油)는 벼 2모작과 조숙 유채 1모작으로 일년에 농작물 3회를 수확
하는 방식임.
17) “1촉진4방지(一促四防)”는 엽면에 인산이수소칼륨, 식물성장조절제, 살출제, 살균
제 등 혼합액을 분사하여 유채성장발육을 촉진하여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
찍 노쇠하는 세균행병, 고온과숙 등 네 가지 현상을 방지하는 관건기술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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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업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보조･장려를 실시하였다.

보조･장려정책은 경지를 삼림으로 환원하고 목장을 초원으로 환원하
는데 대한 보조정책과 초원생태보호에 대한 보조･장려정책 등을 포함한
다. 2002년 국가는 경지를 삼림으로 환원하는 이른바 퇴경환림(退耕还
林)정책을 전면 가동하여 경지를 환원하는 농가에게 무상으로 식량과
현금보조를 제공하였다. 2007년 국무원은 퇴경환림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지를 환원한 농가에게 보조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여 퇴경환
림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경지를 환원한 농가들의 장기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2003년 국가는 목장을 초원으로 환원하는 이른바
퇴목환초(退牧还草)공정을 가동하여 목장을 환원하는 농가에게 초원에
울타리를 건설하는 자금보조와 사료보조를 지급하였다. 2011년부터 정
부는 초원생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멍구(内蒙古), 신쟝(新疆) 등 8
개 주요 초원목축지구 성(자치구)을 대상으로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
구조를 건립하고 총 136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였다. 보조･장려자금은
목축농가가 목축업을 중단하는 데 대한 보조와 초원과 방목구역 균형을
실시하는 데 대한 장려를 포함한다. 동시에 목민들을 대상으로 생산보
조와 우량종보조 등 정책을 실행하였다. 정부가 초원과 목민에 대한 보
조정책을 역사 이래 최대 규모를 실현하였고 2012년부터 보조정책 실시
범위는 전국의 목축업 및 반목축업 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업보조는 시대적 농업지원정책 혁신을 실현하였고 뚜렷한 장려기
능을 발휘하여 식량생산 “8년 연속 증산”, 농민소득 “8년 연속 쾌속 증
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담보역할을 하였다. 정책의 지원하에 당16대
이래 식량재배면적은 1억 무를 회복하였고 식량생산량은 1.1억 톤 증가
하였다. 보조정책의 인도하에 중국의 농작물우량종자 보급률은 9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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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였고 농가가 농업기계를 구입･사용하는 적극성이 크게 향상되었
다. 농가가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구입한 누계 농기계수는 1,671만 대에
달한다. 전국 경종수확기의 농업기계화 종합 수준은 정책시행 전의
32.5%에서 2011년 말 기준 54.8%로 향상되었다.

1.3. 농산물가격정책 혁신, 농가의 생산적극성 보호 및 유발
10여 년 동안 국가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출범하여 식량 등 주요 농
산물의 시장화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시장과 가격을 전면 개방하
고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를 건립하고 주요농산물 임시 비축제도를 실
행하여 중국의 주요농산물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산물
생산의 안정 발전을 촉진하였다.

첫째, 시장을 기초로 하는 농산물가격형성 구조를 건립하였다.

2004년 국무원은 《식량유통체제개혁 진일보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
进一步深化粮食流通体制改革的意见)》과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
理条例)》를 제정･발표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식량개혁의 전면 가동을 뜻
한다. 식량의 생산, 식량재배농가의 소득증대, 식량시장의 안정, 국가 식
량안보 등에 유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판매지역의 식량
구매 및 판매를 완화한다는 의도에서 식량유통시장과 가격을 전면 개방
하여 식량유통의 시장화와 시장 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였고 가격유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식량수매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따
라 형성되었다. 식량유통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법칙을 준수하고 시장구조가 농산물가격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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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시장화 요구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정에 적
합한 농산물가격 형성 구조를 수립하였다.

둘째, 최저수매가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였다.

식량최저수매가정책은 농가이익을 보호하고 식량시장의 공급을 보장
하기 위해 시행하는 식량가격조절정책이다. 일반 상황에서 식량수매가
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형성되고 국가는 시장구조조절기능을 충
분히 발휘한다는 이념하에 거시조절을 실시하고 필요 시 국무원이 주요
품목의 식량 주산지역에서 최저수매가격을 적용하여 수매를 실시한다.
2004년 국가는 장시(江西),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등 4
개의 성에서 우선 벼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행하였다. 이후 식량생산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농가들의 식량재배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조정하였다. 조정정책으로 우선 품종과 구역을 확
대하였다. 2006년부터 밀을 최저수매가격정책에 포함하였다. 2008년에
집행구역을 확대하였는데 조생인디카벼 최저수매가격정책 집행지역에
광시(广西)를 추가하고 중만생종 인디카벼 최저수매가격정책 집행지역
에 허난(河南)성과 장쑤(江苏)성을 포함하였으며 자포니카벼 최저수매가
격정책 집행구역에 랴오닝(辽宁)성을 추가하였다. 또 하나의 조정정책으
로 매년 가격수준을 제고하였다. 2012년 인디카벼, 중만생종 인디카벼
와 자포니카벼의 최저수매가격은 각각 50kg당 120위안, 125위안과 140
위안으로 2004년 대비 각각 71.4%, 73.8, 86.7% 상승하였다. 2012년 백
맥, 홍맥, 혼합보리는 품종별 구분 없이 50kg당 102위안으로 인상하여
2006년 대비 각각 41.7%, 47.8%, 47.8%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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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요 농산물 임시비축정책을 실행하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담보하고 광범한 농민들의 이익을 보
호하며 농산물가격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수매가격 범위에 포함하
지 아니한 옥수수, 대두 등 식량품목과 면화, 유채씨, 설탕 등 대중농산
물에 대해 임시비축정책을 실행하였다. 식량품목 중 우선 옥수수, 대두
를 대상으로 임시비축정책을 가동하였고 임시비축에 포함하는 품목 범
위를 점차 확대하고 비축체제를 점차 규범화하였다. 2008년 동북옥수수
임시비축안을 가동하여 네이멍구와 랴오닝성은 50㎏당 71위안, 지린(吉
林)성은 70위안, 헤이룽쟝성은 69위안 가격으로 비축을 진행하였는데
2011년에 비축가격을 각각 100위안, 99위안과 98위안으로 인상하였다.
2009년 동북4성18) 대두의 임시비축가격은 50㎏당 187위안, 2012년에
20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식량･기름･당 등 대중농산물 분야에서 비축
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지방에서 식량･유 비축을 규정한 규모
에 따라 전면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선농산물시장조절과 생돈시장
의 가격조절을 점차 건립 및 개선하고 기업들이 상업비축을 증가시킬
것을 격려하였다. 임시비축정책 실시를 통해 주요 농산물시장이 안정적
으로 운행되었고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농가들의 식량재배 적극성을 보호하고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8) 동북4성은 헤이룽장, 지린성, 랴오닝성과 네이멍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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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민공정책 혁신, 도시와 농촌의 평등취업제도 수립
국무원은 농민공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이전취업을 촉진하고 농민
공의 합법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의 파견수용조례(遣送
收容条例)를 폐지하고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진출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상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였다. 2006년 국무원은 농민
공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문건을 출범하여 농민공사업의 방향과
정책조치를 제시하였다. 최근 중앙정부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취업할 때의 불합리한 제한을 취소하고 농민
들의 도시진출 노동종사 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 훈련을 강화하였다.

다양한 농촌노동력 이전취업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사업은 햇빛공
정(阳光工程), 우로계획(雨露计划), 농촌노동력기술능력취업계획, 농촌노
동력이전훈련계획, 성화(星火)과학기술훈련19) 등을 포함한다. 햇빛공정
에 대한 2004~2011년 동안 중앙재정 누계 투입규모는 65.5억 위안에
달하고 농촌노동력 총 2,495만 명을 훈련시켰다. 농민공기술능력 검증
보조제도를 건립하여 도시에 진출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자가
기술능력검증을 통과하여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1회성
직업기술능력검증 보조를 지급하였다.

19) 농촌에 과학기술 불씨 심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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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촌노동력 이전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전국 모든 시, 현(구)의 90% 가두, 80% 향진과 구역에 농민공취업 종
합서비스 장소 혹은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였다. 지역별 공공서비스 기
구는 무료로 개방하여 도시에 진출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취업지도, 정책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농민공의 합법권익을 보호하였다.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취업할 시 불합리한 제한을 취소하고 산업
별 직원에 대한 기술자격, 건강 등 요구조건은 농민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농민공의 공상보험을 《공상보험조례(工商保
险条例)》범위에 포함하여 농민공이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에 참여하는 방법과 정책을 개선하였다. 농민공 특징에 부합하는 양로
보험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혜택범위가 광범하며
이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현행 도농 양로보험제도와 상호 연결할 수 있
는 등 원칙을 준수하였다.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표준을 2
년에 적어도 1회 조정하도록 하였다. 농민공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장
하였다.

넷째, 농민공의 생산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였다.

노동자 채용 기업은 농민공 숙소에 통풍, 전기, 위생 등 시설을 갖추
고 급식은 식품안전위생 여건에 부합하도록 한다. 안전생산에 대한 감
독사업을 강화하고 농민공에 대해 안전훈련을 진행하여 농민공의 안전
한 생산여건을 개선하였다. “12･5”계획은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농민공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농민공을 도시의 주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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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지적하였다. 일부 도시는 도시진출 농민공을 위
해 “농민공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다섯째, 농민공의 시민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011년 국무원은 《호적관리제도개혁의 적극적 안정적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积极稳妥推进户籍管理制度改革的通知)》 발표를 통해 호적관
리제도 개혁을 강화하고 중소도시와 향진의 입적제도를 완화하며 효과
적인 조치를 실행하여 장기간 도시에서 노동에 종사하거나 상업을 경영
하는 인원들의 입적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의무교육제도를 개선하
여 농민공 자녀를 도시의무교육 범주에 점차 포함시키고 공립 전일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여 농민공 자녀들의 입학을 접수하였다.
상기 정책의 유력한 추진하에 농촌노동력 이전취업 규모는 지속 확대
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농민공수는 2.53억 명에 달하였고 이 중
도시진출 농민공은 1.59억 명에 달하였다. 이는 농업･농촌발전과 농민
소득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 도시화 추진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2~2011년 동안 농민의 일인당 임금소득
은 840.2위안에서 2,963위안으로 연간 13.4% 증가하였고 농민의 일인당
순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도 33.9%에서 42.5%로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
를 위한 기여도는 47.2%에 달하였다. 노동력이전취업은 농촌노동력이
풍족하던 국면을 변화시켰고 농업의 적정 경영규모 발전과 농업노동생
산율 제고를 촉진하였고 가정농장, 식량재배대농가 등 신형경영주체가
점차 방대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1.3%에 달하여 농민공은 도시운영에 있어 중요한 단체로 형성
되어 도시의 번영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농촌노동력 이전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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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농 통일 노동력시장과 평등경쟁의 취업제도를 적극 모색하였고
도농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와 사회관리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
며 도농통합보조를 가속화하였다.

1.5. 농촌금융정책 혁신, 농촌금융서비스 개선
10년 이래 농촌금융개혁을 지속 강화하여 농촌금융기구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였다. 금융의 농업지원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보급되었다.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농업보험도 쾌속 발전하여 위험보장기능은 점차 제고하였다.

첫째, 농촌금융지원정책 구조를 형성하였다.

국무원은 농촌금융기구가 농업을 지원하는 적극성을 인도하기 위해
일련의 농촌금융지원정책을 출범하여 금융기구에 대한 장려보상능력을
확대하였다. ① 재정정책이다. 2008년부터 조건이 부합하는 신형농촌금
융기구를 대상으로 비용보조를 지급하였다. 2009년부터 현급 금융기구
가 농업대출금을 진행하는 데 대해 장려금을 증가하는 시범을 진행하였
다. 농업대출금의 대도정산 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구에 권한을 부여하
여 조건이 부합하는 농업대출에 대해 재조직 혹은 대도정산조건을 감면
하도록 하고 세금징수전에 대출금손실준비금을 출금하도록 허용하였다.
② 세금징수정책이다. 농촌신용사 영업세 감축은 3% 징수기준으로 진
행하며 중･서부지역의 소득세는 전부 면제하고 동부지역은 절반 감면하
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 신형농촌금융기구는 3% 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농가 소액대출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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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면제하고 납세소득액은 90% 기준으로 소득총액으로 기입하였다.
③ 화폐정책이다. 농촌신용사, 촌진 은행을 대상으로 우대저축준비금비
율을 집행하였다. 농촌신용사의 대출이자율 상한선은 대출기준이율의
2.3배로 확대할 수 있다. 농촌신용사가 농업지원재대출을 진행하는 데
대해 보조를 지급하였는데 서부지역과 식량주산지에 집중하였다.

둘째, 농촌금융조직을 혁신하였다.

정부지원 상업금융, 합작금융, 정책금융 등 다원화 농촌금융조직이
나타나고 상호 균형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였다. ① 농촌신용
사 개혁은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2003년 저장(浙江) 등 8개의 성에서
신형의 농촌신용사 개혁 시범을 진행하여 2011년 말 기준 전국 402개
농촌신용사가 농촌은행기구로 제도개조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농촌상
업은행 212개, 농촌합작은행 190개이다. ② 농업은행은 “삼농” 개혁을
서비스하는 방향을 확립하였다. 2008년부터 농업은행은 “삼농” 금융사
업부 제도개혁을 시범으로 진행하여 농업 중점 분야에 대한 대출규모를
확대하였는데 2011년 말 기준 농업은행의 농업대출금 규모는 1.68만 억
위안으로 2007년 대비 매년 1.1만 억 위안 증가하였다. ③ 농업발전은행
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2005년 이래 농업발전은행은 업무분야를 지
속 확대하여 과거 식량･면화･기름 등 품종에 대한 구매･판매･비축업무
만을 단일하게 진행하던 데서 농업산업화경영, 농업･농촌중장기 대출,
현(縣) 권역도시건설대출, 현 권역 내 공중 자금저축 등 업무로 확대하
여 정책금융농업지원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강하였다. ④ 신형농촌금융
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은행감독위원회는 농촌지역 금
융기구의 진입을 완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농촌지역에 촌진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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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농촌자금호조합작사 등 3개 유형의 신형금융기구 설립을 비준
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총 786개 농촌금융기구가 설립되었고
대출금액은 1,316억 위안에 달하였다. ⑤ 소액대출공사가 쾌속 발전하
였다. 2008년 은행감독위원회와 인민은행은 소액대출공사 시범진(鎭)을
비준하여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총 4,282개 소액대출공사가 건립되었
고 대출규모는 3,915억 위안에 달하였다. ⑥ 농촌금융제품과 서비스 혁
신을 광범하게 진행하였다. 농가소액신용대출과 농촌미니금융을 발전시
키고 농업･농촌기초서설건설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하였고 저당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대출과 농업보험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촌금융서
비스방식을 혁신하였다.

셋째, 정책적 농업보험 실행범위를 확대하였다.

2007년 중앙정부는 지린(吉林) 등 6개성을 선정하여 농업보험비용보
호보조 시범을 진행하였다. 정부보조의 지지하에 농업보험의 종류와 보
급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이후 중앙재정은 비용보호보조품목
이 지속 증가하고 정책실행 구역도 확대되어 농업보험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농업보험은 정부가 농업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으로 되었다. 현재 중앙재정 중 비용보호보조품목은 옥수수, 벼, 밀, 면
화, 감자, 쌀보리, 유지작물, 당료작물, 번육모돈, 젖소, 비육돈, 티벳양,
야크, 천연고무, 산림 총 15개를 포함하고 보조구역은 모든 성을 포함하
였다. 재배업보험에 대한 중앙재정 보조비중은 35~65%, 지방재정 보조
비중은 25% 이상이다. 축산업보험에 대한 중앙재정 보조비중은 30~
80%, 지방재정 보조비중은 25% 이상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현지의 특
색농업보험을 대상으로 비용보호보조를 지급하였다. 예를 들면 자장(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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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성은 닭, 오리, 거위, 하우스 채소, 수박, 감귤, 임목, 담수양식 보험에
대한 비용보호보조를 지급하였다. 2011년 전국 재배업보험이 담보로 한
농작물 및 임목 면적은 19.12억 무, 축산업보험이 담보로 한 축산 수는
총 8,209만 두(마리)이고 보험 참여 농가수는 1.67억 호, 농업보험료 소
득은 174.03억 위안, 배상금 지불액은 88.76억 위안이었다. 짧은 기간
내 중국의 농업보험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아시아 1위로 등극하였다.

1.6. 농산물무역정책 혁신, 농업대외개방 확대
10여년 이래 중국은 세계경제의 일체화와 무역자유화 발전 추세에 적
응하여 농산물대외무역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농산물무역정책, 관리방
식과 수단을 조정하여 농산물무역의 쾌속발전을 추진하였다.

첫째, 농산물 수입관세를 대폭 삭감하고 일부 주요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
당관리를 실시하였다.

중국은 2002년부터 농산물 관세를 매년 삭감하여 3년 과도기간을 거
쳐 승낙한 최종 세율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관세를 지속 삭감하여 농산
물 평균 관세율은 WTO 가입 전 21%에서 2006년 15.2%로 하락하여
WTO 회원국 평균 수준의 4분의 1에 이르렀다. 중국은 WTO 가입 후에
설탕, 연초, 담배, 양모, 면화 등 제품의 수입허가증, 수입할당, 수입입찰
등 비관세조치를 취소하고 식량, 식용유 등 제품의 단일허가증을 취소
하였으며 그중 일부 중요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관리를 진행하였고 동
시에 할당량을 지속 증가시켜 2004~2005년에 최종할당량에 이르렀다.
2006년부터 중국은 콩기름, 종려유 등 제품에 대한 관세할당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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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세율을 9%까지 삭감하였다.

둘째, 수출보조를 취소하고 수출세환급을 실행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승낙조건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를 취소
하였다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증강하기 위해 WTO 규칙 틀에서 대중 곡
물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수출세환급제도를 실행하였다. “11･5” 기간
동안 국가는 경제형세 변화, 농산물시장공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
여 농산물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세환급정책을 수차례 조정하였다.
규정 기간 내에 일부 식량과 식물유 제품에 대한 수출세환급을 취소하
고 동시에 식량수출에 대해서는 임시관세를 징수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상황하에 농산물수출이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농업정밀가
공제품과 수산물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하였다.

셋째, 농산물 구역의 자유무역을 적극 발전시켰다.

2011년 말 기준, 중국은 아시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내륙과 홍콩･마카오는
포괄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고 대륙과 대만은 양안경제협력구
조협의(ECFA)를 체결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은 농산물 관세 단계별 삭감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여 농산물 관세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여
대부분 농산물은 이미 혹은 최종 0관세를 실행하여 구역 내 농산물무역
에 안정･투명･공평의 환경을 창조하였다.
농산물무역정책의 인도하에 최근 중국의 농산물수출입무역은 쾌속
증가하여 농산물무역액은 2002년의 300.5억 달러에서 2011년 1,556.6달
러로 4.2배 증가하였다. 세계농산물무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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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고되었는데 현재 농산물무역총액 기준으로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7위, 수입액 기준은 세계 2위이다. 활
발한 농산물수출입무역은 중국의 농산물시장에 효과적으로 공급을 증
가시켜 수요성장과 자원환경 간 압력을 해소하여 중국농업의 전략적 구
조조정, 식량안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농업의 대외개방은 또한
자금, 기술, 장비, 품종, 관리경험 등 현대요소도입을 촉진하였고 현대농
업발전을 가속화하였다.

1.7. 농촌사회보장정책 혁신, 농촌민생 개선
당16대 이래 국가는 제도건설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을 보호하며 다차원, 지속가능성 등 원칙에 따라 중국의 농촌사회
보장제도의 기본틀과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다.

첫째,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건립 및 개선하였다.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정부가 조직･인도･지지하고 농민이 자원으로 참
여하며 개인, 집체와 정부가 모금하여 주로 큰 병 치료를 총괄하는 농민
의료보조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년부터 전국 일부 현(시)을 시범으
로 시작하여 2008년 전국 범위로 확대하였다. 2011년 신형농촌합작의료
제도도의 재정보조표준은 200위안이었고 보험참여자 수는 8.32억 명에
달하였다. 2012년 신형농촌합작의료 보장수준을 지속 제고하고 보급을
확대하고 자금모금표준과 비용청구비율을 제고하였으며 취급하는 병
종류를 확대하였다. 자금모금표준은 24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하
였고 국가보조도 200위안에서 24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입원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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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75%를 유지하고 최고 청구한도는 농가일인당 연간 소득의 8배
보다 적지 아니하고 6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 및 개선하였다.

당16대가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은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건립을 모
색할 것을 제기한 이래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중국 전역에서 건립
되었다. 2007년 중앙 1호 문건은 전국 범위 내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고 국무원은 《전국에 최저생활보장제도
건립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建立最低生活保障制度的通知)》를 출범하
여 제도를 이미 건립한 지역은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건립하지 아니
한 지역은 제도건립을 가속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재정은 재정 어
려움이 있는 지역에 적당한 보조를 지급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빈곤
인구를 전부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농촌빈곤인구의 의식주 문제를 안정･
지속･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농촌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진일보 개선할 것을 제기하였고 중앙과 성급 재정의 보
조를 확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보장표준과 보조수준을 지속적으로 제
고하도록 하였다. 2011년 농촌최저생활표준은 평균 일인당 매월 143.2
위안으로 정하여 총 5,305.7만 명 농촌인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일인당
매월 96위안 보조를 받았다. 2012년 5월 농촌최저생활표준은 평균 일인
당 매월 149.2위안으로 제고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농촌인구는 총
5,240.3만 명으로 일인당 월별 108위안을 보조받았다. 농촌의 최저보장
대상의 생활보장수준을 제고하였다.

셋째,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개선하였다. 2003년 일부 지방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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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도모델을 혁신하여 새로운 농촌양
로보험모델을 모색하는 면에서 뚜렷한 발전을 가져왔다. 당17기 3중전
회는 시범 지방의 경험을 총결하여 개인납부, 집체보조, 정부보조를 결
합하는 요구에 따라 모금구조를 건립하여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였다. 국무원은 2009년부터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중앙 1호 문건은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은 신
형농촌양로보험시범을 적극 진행하고 시범지역의 적정 연령 농촌주민
들이 보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노인주민들이 제때
에 양로금을 수령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국가가 제정한
기초양로금 최저한도는 일인당 월별 67위안이고 지방재정의 재력상황
에 따라 표준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보험참여자에게 보조를 지
급하는데 보조표준은 일인당 연간 30~60위안 수준이다. 2011년 신형농
촌사회양로보험은 전국 60% 현에 보급되었고 1억 명의 농민이 양로금
을 수령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국에 대한 보급을 실현하였다.
최근 정부는 농민을 위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민생건설의 중요
한 내용으로 삼고 국정에 적합한 농촌사회보장제도를 적극 모색하고 있
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행하여 농민들이 병을 보이기 어렵고 병
치료 부담이 과중했던 문제를 적극 해결하였다.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를 건립하여 농촌의 가난한 인구를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을 제공하였
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을 추진하고 농민양로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촉진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수억 명에 달하는 농민의 농촌사회보장 3
항제도(三项制度)를 기본적으로 건립하여 수천 년 동안 농민들의 “늙으
면 부양해주고(老有所养)”, “병에 걸리면 치료할 병원이 있고(病有所医)”,
“어려움이 있으면 구제해주는(困有所济)” 소원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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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에 따른 행정 추진, 국정에 부합되며 농업발전의
수요에 적합한 농업법규체계 구축
당중앙,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높은 관심하에 농
업의 법에 따른 행정이 크게 발전하였다. 농업분야에 법적근거가 생기고
이는 현급 행정구역이 농업종합법집행을 진행하는 목표를 순조롭게 실
현하도록 하였다. 농업법 보급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중국국정에 부합하
고 농업발전의 수요에 적합한 기본적인 농업법규체계를 구축하였다.

2.1. 농업에 대한 입법 사업 강화와 입법 수준 제고
당과 정부는 법률적 수단을 통해 농업의 기초지위를 공고･강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농업･농촌경제의 지속･안전･건강한 발전에 법률근거를
제공하였다. 10여 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농업법(农
业法)》,

《초원법(草原法)》,

《농업기계화촉진법(农业机械化促进法)》,《종

자법(种子法)》, 《어업법(渔业法)》, 《목축법(畜牧法)》, 《농산물품질안전
법(农产品品质安全法)》, 《농민전업합작사법(农民专业合作社法)》, 《동물
방역법(动物防疫法)》,《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农村土地承包
经营纠纷调解仲裁法)》 등 10개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하였다. 국무원은
《어업선박검역조례(渔业船舶检验条例)》,
条例)》,

《수의약관리조례(兽医药管理

《병원미생물실험실생물안전관리조례(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

管理条例)》, 《중대한 동물역병응급조례(重大动物疫情应急条例)》,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조례(涉危野生动植物进出口管理条例)》, 《가
금유전자원출입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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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준방법(家禽遗传资源进出

境和对外合作研究利用审批办法)》,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조례(乳品
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초원방화조례(草原防火条例)》,

《농업기계안

전 감독관리조례(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条例)》, 《사료와 사료첨가제관리
조례(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등 10개 행정법규를 제정 혹은 개정
하였다. 농업부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관철집행하기 위해 85개 규정을
수정하였고 각급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정부도 지방특색을 띤 농업법규
규정을 출범하였다. 2012년 6월 말 기준 농업분야의 현행 유효한 법률
은 총 15개, 행정법규 25개, 농업부 규정 156개, 지방 농업법규규정 600
여 개에 달한다. 《농업법》을 핵심으로 법률과 행정법규를 골간으로 하
고 농업부 규정과 지방법규와 규정을 보충으로 하는 농업법률법규체계
가 형성되어 농업분야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업관련법은 양적으로 증가한 동시에 질적으로도 지속 제고하여 농
업･농촌경제발전의 규범, 보장과 촉진 역할을 증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5개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실제를 반영하였고 농업이 국민경제 중의
기초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였다.

2002년에 개정한 《농업법》은 농업･농촌경제발전과 중국의 WTO 가
입 형세에 맞춰 “삼농” 문제해결을 경제사회발전의 중요 위치에 놓고
식량안보,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과 법적감독 등 조항에 대한 규
정을 증설하였고, 정부가 농업에 대한 투입과 지원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중앙과 현급 이상 지방정부재정의 연간 농업에 대한 총 투입의 증가율
은 재정경상소득의 증가율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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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앙의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제도화･법률화하고 과학발전관에 입각
한 도농경제사회발전의 총체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2004년 발표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기구구입보조제도, 농기계의
지역경계를 초월한 작업서비스 제도, 농기계 생산작업 연료지원제도를
규정하여 광범한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적극성을 제고하
였다. 중국의 농작물 파종과 수확의 종합기계화수준은 2003년의 32.5%
에서 2011년 54.8%로 상승하였다. 2006년 발포한 《농민전업합작사법》
은 국가가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재정, 금융, 세금징수 지원정책을 전
문 규정하여 농민전업합작사가 쾌속･규범･건강 발전하도록 인도하였다.

셋째, 신형세하에서 정부의 농업관리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농업부문은
업무전환과 농업관리방식 혁신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 발표한 《농산물품질안전법》은 농업부문의 농산물품질안전
에 대한 감독직책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품질안전의 위험평가, 농산물생
산기록, 농산물포장과 표시 및 농산물품질안전 감독측정과 감독검사 등
일련의 제도를 규정하여 중국의 농산물품질안전수준을 보장하고 제고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 법에 따른 행정진행 요구에 따라 행정집행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
집행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농업법률법규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관리수단을 부여하는 동시에 행
정기관의 책임과 행정집행 대상자의 권익도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농
산물품질안전법》,

《수의약관리조례》,

《사료와

사료첨가제관리조례》는

농업부문에 감독검사, 강제적 행정, 행정처벌 등 권력을 부여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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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법과정에 대해 엄격한 규범을 진행하여 농업부문 사업인원이 법을
어기는 관리집행행위 혹은 직권을 남용하는 등 행위의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여 행정 진행 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였다.

다섯째,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견지하고 입법절차는 점차 공개투명을 실
현하였다.

당16대 이래 농업 관련 입법사업은 농업･농촌경제발전의 실제와 규
칙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고 관련 기관, 조직과 공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업부는 2005년부터 홈페이지에 규정(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접수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경로와 범
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조사연구, 전문가 논증과 공개의견청취 등은 농
업입법의 필수 절차로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입법민주를 보장하
는 동시에 농업입법의 중점과 실행가능성도 증강하였다.

2.2. 농업 관련 종합적인 법 집행의 안정화 추진, 법에 의거한 농업
보호와 활성화 능력 증강
당16대 이래 당중앙, 국무원은 농업 관련 종합적인 법집행업무를 중
시하고 일련의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을 강화하는 결책을 제기하였다.
2002년 개정한 《농업법》은 각급 농업부문은 “직책범위 내 행정 법집행
팀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법집행을 실행하며 법집행 효율과 수준을 제고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였다. 2005년과 2010년 중앙 1호 문건은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을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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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에 따라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농업법
집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첫째, 농업 종합 법집행 체계를 건립 및 개선하였다.

농업부는 농업 종합법집행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시범범위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이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
도록 인도하였다. 2008년 농업부는 “3년 내 농업현들이 종합적인 농업
법집행을 모두 진행하는” 사업목표를 제기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30개 성(구, 시), 237개 시(지地), 2,286개 현(시)가 종합적인 농업법집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중 현급 정부의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사업 진행
수는 관련 사업 진행 대상 총수의 98.2%를 차지하여 모든 현급 행정구
역 보급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체계는 상
하･좌우가 상호 연결된 구조를 형성하였다.

둘째,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의 규범화 건설을 실시하였다.

농업부는 2007년부터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의 규범화 건설을 위해 규
범 운영, 능력 제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편제위
원회가 비준한 정식기구가 존재하고 높은 수준의 법집행조직을 구성하
며, 법집행과 상응한 법집행수단을 갖추고 건전한 법집행제도를 정비하
며, 뚜렷한 법집행효과를 발생해야 한다”는 5개 요구를 충족하는 종합
적인 농업법집행의 규범화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급 농업
부문은 농업부 요구를 집행하고 종합기구설치, 인원관리, 법집행행위와
법집행감독을 규범화하였다. 푸젠(福建)성, 장수(江苏)성, 저장(浙江)성
등 지역은 현지 실제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의 규범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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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법집행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였다.

셋째, 종합적인 농업법집행 보장역량을 강화하였다.

중앙재정은 2003년에 정부수지 항목의 농업대분류에 법집행감독관리
항목을 전문 설치하여 해당 자금을 농업법제건설, 법집행감독, 농산물
품질감독, 가짜 농자재 단속과 시장감독 등 항목지출에 사용하도록 하
였다. 이는 각급 농업부문이 농업법집행 경비를 보장하는 데 기초를 마
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는 농업법집행 경비를 지방재정예산에
설치하여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의 보장수준을 제고하였다. 재정부 등 부
문의 지원하에 농업부는 자금을 적극 마련하여 종합적인 농업법집행 시
범과제를 실시하였고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 기
층종합적인 농업법집행기구의 경비부족과 장비낙후 등의 상황을 개선
하였다.

넷째,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조직의 수준을 제고하였다.

농업부는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조직에 대한 건설을 중시하여 종합적
인 농업법집행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방정부가 법집행
인원에 대한 법률과 전문지식에 대한 훈련 및 시험을 강화하고 법집행
인원의 자격관리제도와 직위훈련제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
년 농업부는 각 지역이 법집행조직건설을 강화하고 농업법집행인원이
“6요(要)6금지(禁止)”를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8년 농업부는
《농업부의 농업 법집행을 전면 강화하고 종합법집행을 안정 추진할 데
대한 의견(农业部关于全面加强农业执法,

扎实推进综合执法的意见)》을

하달하여 각 지역이 법집행인원에 대한 채용을 엄격히 하고 공개,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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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우수선택 등 원칙에 따라 시험을 치르고 평가하고 선발하는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농업부는 2004년부터 전국농업행정법집
행 훈련반을 가동하고 기층농업 법집행 핵심 인원에 대한 순회 훈련을
진행하여 농업 법집행인원의 업무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였다.
10여 년의 발전을 통해 종합적인 농업법집행 조직은 점차 농업 법집
행의 “주력군”이 되었고 농업･농촌경제발전과 농민권익 보장에 뚜렷한
역할을 하였다. ① 농업생산경영 질서를 규범화하였다. 농업 법집행기
구는 가짜 농자재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농산물품
질안전을 정돈하는 등 법집행활동을 진행하여 농자재시장의 질서를 규
범화하고 농산물품질안전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실천
이 보여준 바와 같이 종합법집행기구를 설립한 지역의 관리감독은 상대
적으로 정비되었다. ② 농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였다. 종합적
인 농업법집행기구는 매년 각종 농업법률 위반 사건 5만 여 건을 조사
하여 농민의 경제손실 수억 위안을 회수하였다. 동시에 종합적인 농업
법집행기구는 법집행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매년 농업 관련 분쟁 1.5만
건을 처리하여 농업생산사고 분쟁을 해결하여 농업부의 긍정과 농민의
칭찬을 받았다. ③ 농업부문이 법집행으로 농민을 위하는 형상을 수립
하였다. 농업부문은 종합법집행을 실행하여 기존에 농업부문 내부에 법
집행부처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고 법집행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법에
따라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는 양호한 형상을 수립하였다. 일부 지방에
서 농민들은 종합적인 농업법집행기구는 “농민의 110”이라고 친절하게
호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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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법제 홍보교육을 강화, 양호한 법치환경을 마련
당16대 이래 농업부는 당중앙, 국무원의 “오오(五五)”와 “육오(六五)”
법률보급교육 계획요구를 집행하여 《농업계통 법제홍보교육 제5회 5개
년 계획(农业系统法制宣传教育第五个五年规划)》과 《농업계통 법제홍보
교육 제6회 5개년 계획(农业系统法制宣传教育第六个五年规划)》을 제정
하여 농업법률보급교육사업의 지도사상, 사업목표, 기본임무와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중앙의 요구를 적극 집행하고
다양한 농업법제홍보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광범한 농민군중의 법률의식
이 제고하였고 법에 따른 농업부문의 행정집행능력을 향상하여 농업･농
촌경제발전과 농촌사회안정을 위해 양호한 법치환경을 창조하였다.

첫째, 농민대중이 법을 배우고, 알고,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3년 이래 농업부는 매년 전국 범위에서 “법을 농촌에 하달(送法下
乡)”, “법률이 마을에 진입(法律进乡村)”하는 등의 법률홍보활동을 전개
하였다. 각 지역 농업부문은 좌담회를 개최하고 홍보칼럼을 설치하며
홍보용 책자를 발행하고 지식경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
법률법규의 정신과 내용을 홍보하였다. 2007년 홍보부, 사법부, 민정부,
농업부, 전국법률보급교육판공실은 공동으로 《농민들이 법을 배우고 법
을 사용하는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农民学法用法工作的意见)》
을 하달하였다. 2012년 상기 부처는 공동으로 《농민들이 법을 배우고
법을 사용하는 업무의 가일층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农民学
法用法工作的意见)》을 하달하여 신세대 농민들이 법을 배우고 법을 사
용할 것을 강화하는 지도사상, 주요임무, 기본원칙, 사업조치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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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여 농업 관련 법제홍보교육을 진일보 강화하였다.

둘째, 농업부문 업무수행자의 법치의식을 강화하였다.

지도간부가 법을 배우고 법을 사용하는 제도, 이른바 법 학습･법 사
용제도(学法用法制度)를 수립하여 법제도과목을 지도간부훈련의 필수과
정에 포함시켜 법을 배우는 상황을 각급 농업부문 지도간부의 연도별
시험과 임면, 승진, 상벌의 근거 중 하나로 하였다. 공무원의 법 학습제
도를 강화하고 법률지식을 공무원의 초임과 임직훈련, 업무훈련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다양한 법제훈련을 진행하여 기관간부를 적시에 조직
하여 새로이 출범한 농업법률법규를 공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간
부들을 조직하여 풀타임으로 《농업법》, 《행정허가법(行政许可法)》 《법
에 따른 행정실시의 전면 추진강요(全面推进依法行政实施纲要)》 등 중
요한 농업 관련 법률법규와 행정법집행 지식에 대한 순회훈련을 가동하
여 법을 배우고 보급하는 상황을 각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연도별 업적
평가를 진행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가 자각적으로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셋째, 농업 법집행인원의 법률수준과 법집행기능을 제고하였다.

기층 농업 법집행인원의 업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
부는 매년 전국 농업행정법집행 훈련반을 구성하여 기층의 종합적인 농
업법집행 핵심 인원에 대한 순회 훈련을 진행하였다. 2011년 말 기준
농업법집행훈련반을 총 17회 개설하여 2,500여 명의 법집행인원을 훈련
하였다. 2005년부터 농업부는 매년 일부 성시를 선정하여 행정법집행훈
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현지 농업부문과 공동으로 행정법집행훈

60

해외농업시리즈 12

련반을 개설하고 현지의 실제상황과 법집행 중 반영된 주요 문제에 대
해 핵심적인 훈련을 진행하였다. 2010년 농업부는 전국 농업법집행기능
경연활동을 개최하여 각급 농업부문 법집행인원의 법률수준과 법집행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농업행정심의상황과 매년 개최하는 전국 농
업행정처벌안건 평가결과에 근거하면 각급 농업법집행기구의 법집행
행위는 점차 규범화하고 법집행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3. 농업정책법규체계 개선, 농업의 양호한 쾌속 발전
기초 제공
중국은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발전단계에 진입하였
고 도농경제사회발전 일체화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으며 농업･농
촌발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농업건설은 기회를 맞는
동시에 새로운 모순의 도전을 받는다. 하나는 농업기초는 여전히 취약
하여 농촌발전은 침체되어 있고 농가소득증대에 어려움이 많은 점이다.
다른 한 면으로 당17기 3중전회는 2020년까지의 농촌체제개혁, 현대농
업건설,

농가소득증대,

농촌민주정치건설,

농촌기본공공서비스발전 등

목표를 제기하였는데 이 임무는 과중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농업정책조치와 농업법규체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여 농업이 양호･쾌속
발전하도록 버팀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농업정책을 혁신하는 측면에서는 농업보조정책을 개선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보조총액을 증가시키고 보조범위를
확대하며 보조구조와 진행방식을 개선하였다. 실제에 부합하고 간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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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보조체계를 수립하였다. 농업투입정책을 강화
하고 국가의 중점투자가 농업･농촌에 집중되는 체제구조를 개선하였다.
“삼농”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고정자산투자가 농업･농촌투입과
농업과학기술투입에 대한 역량을 확대하여 증가량과 비중 모두가 제고
하도록 담보하였다. 투융자 경로를 확대하고 사회의 다양한 유형의 자
금이 농촌기초시설건설에 투입되도록 유도하였다.

농산물가격지지･보

호정책을 개선하며 농산물가격의 시장화를 견지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를 점차 형성하며 식량최저수매가격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농산물시장에 대한 조절정책을 개선하고 농산물가격의 폭
등폭락을 방지하며 도농노동력의 평등취업제도를 건립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전국 보급과 균등화를 촉진하며 농민공이 도시에 융합하는 속
도를 가속화하였다. 농산물무역정책을 개선하고 비교우위농산물수출을
촉진하며 부족한 농산물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효과적으로 조
절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 제고하였다. 농촌금융보험정책을 개
선하고 농촌금융보험의 조직혁신, 제품혁신과 서비스혁신을 촉진하고
농촌경제발전의 요구에 적합한 농업금융보험제도를 조속히 건립하도록
하였다. 농촌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재력의 증강에 따라 보장범
위를 지속 확대하고 보장표준을 제고하였다.
농업법제건설 측면에서 각종 강농혜농부농정책의 제도화, 법률화를
추진하고 국가식량안보, 농산물품질안전, 농업생태안전과 농업생산안전
을 보장하며 농업에 대한 지지･보호, 농업의 산업발전, 농업의 자원환경
보호, 농촌경영체제개선과 농민권익보호 등에 대한 입법을 건전히 하고
현행 법률법규의 개정사업을 가속화하고 관련 규정제도건설을 중시하
였다.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견지하고 대중이 입법에 참여하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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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정비하였다. 또한 군중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되고 합리하게 반영
되며 합법적인 이익이 체현되도록 보장하여 입법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
고하였다. 농업 법집행체제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농업법집
행의 규범화건설을 강화하며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을 전면 추진하였다.
법집행의 조화롭고 협조적인 구조와 정보공유구조를 건전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였다. 법집행방식과 작풍을 개선하고 일
상법집행과 집중법집행, 교육과 처벌, 처벌과 서비스가 상호 결합하도
록 하여 법집행효과를 지속 제고하였다. 법집행조직건설을 강화하고 법
집행능력훈련과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며 법집행인원의 능력과 수준을
전반 제고하였다. 법집행에 대한 투입규모를 확대하고 농업법집행의 장
비조건을 개선하고 농업 법집행능력을 제고하였다. 농업법률의 보급홍
보 교육을 진행하고 농업법률 보급교육의 새로운 형식, 경로를 모색하
여 농업부문 사업인원과 농민군중의 법치의식을 진일보로 증강하고 농
업･농촌경제발전을 위해 양호한 법치환경을 창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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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촌경영체제구조의 개선 및 혁신
당16대 이래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분배를 결합하는 이중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법에 따라 농가도급토지의 각항 권
리를 집행하고 보장하여 가정도급경영의 기초지위를 강화하였다. 농업
경영 주체가 다원화로 발전하였고 통일경영의 차원도 점차 풍부해졌다.
농촌분배제도개혁이 큰 변화를 가져왔고 신형농촌공익사업건설과 관리
구조가 형성되었다. 농촌경영체제를 개선 및 혁신하여 농업의 발전, 농
가소득증대, 농촌안정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1. 농촌토지도급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과 정확한 영도하에 각 부문이 농촌토지도급 법
률정책을 관철･집행하였고 토지도급관리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농민들
의 토지도급 권익을 법에 따라 집행하고 보호하여 토지도급관계의 전반
적인 안정을 유지하였다.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을 건강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였고 현대농업발전,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증대와 농촌사회안정을
촉진하였다.

1.1. 농촌토지도급제도의 정책조치
첫째, 농촌토지도급 법률과 규정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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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도급 법률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003년 《농촌토지
도급법(农村土地承包法)》을 정식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법은 농민의 도급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경지 도급연한을 30년으로 확
정하였다. 2007년 발표한 《물권법(物权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용익물
권(用益物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민들이 향수하는 토지도급경영
권 권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농촌토지도급경영방식은 전통적인
계약관리에서 물권등기관리로 발전하였다. 2009년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조정중재법(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을 발표하였다.

173

중전회 《결정》은 “농민에게 충분하고 보장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
하고 현재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간 불변함을 유지한다”고 명
확하게 제기하였다. 각 지방은 관련 법규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18개
성(구, 시)이 토지도급법 실시방법 등 지방법규를 출범하였고 15개 성(구,
시)은 토지징용 보상비용의 농촌집체내부 분배사용방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법에 따라 농민도급토지의 각항 권리를 집행하였다.

각 부문은 도급한 토지의 면적, 계약, 증서와 기본농경지의 “5가지를
농가에 전달(五到户)”20) 요구에 따라 계약연장 및 후속사업을 안정적으
로 진행하고 잔류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였으며 도급계약, 문서(당안(档
案))관리를 강화하고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의 보충･재발급을 가속화하여
농민도급토지의 각항 권리를 집행하였다. 산둥(山东)성, 후베이(湖北)성,
광동(广东)성, 충칭(重庆)시, 상하이(上海)시 등 성(시)는 당위원회･정부

20) “5가지 농가전달(五到户)”은 정책홍보, 등기대장 편제, 공고 게시물, 감독카드 발
행, 자금보조금 등 5가지가 농가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구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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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연장 후속작업을 집중 진행하여 권리확정과 증서발급 사업을 추
진하였다. 장시(江西)성, 허난(河南)성, 윈난(云南)성, 칭하이(青海)성 등
성은 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보충 혹은 재발급하는 업무를 결합하여 계
약연장후속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법에 따라 분쟁조정중재를 진행하였
다. 《조정중재법(调整仲裁法)》을 실시한 후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홍보
하며 법에 따라 중재기구를 설립하고 중재인원을 임명하였다. 현재 전
국에 총 1,848개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전국 현급 기관의 57.8%가
관련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 회원 수는 총 19,774명, 임명
중재인원 수는 11,853명에 달한다.

셋째, 토지도급경영권 등기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농업부는 2009년에 전국 8개 성에서 8개 농
촌을 토지도급경영권 등기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지린(吉
林)성, 랴오닝(辽宁)성, 안후이(安徽)성, 하이난(海南)성 등 성은 자체로
등기시범을 시작하였다. 시범사업은 도급토지 면적이 정확하지 않고 인
접한 사방의 토지명의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며 공간위치가 명확
하지 않고 등기증서가 완전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
였다. 2011년에 농업부는 재정부, 국토자원부, 중앙농업판공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가당안국과 공동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시범사
업을 진행할 데 대한 의견(关于开展农村土地承包经营权登记试点工作的
意见)》(농경발(农经发)[2011]2호)을 제정 및 하달하였고 전국농촌토지도
급경영권 등기시범사업 영도팀을 설립하여 전국 28개성(직할시, 자치구)
에서 50개 시범현(시, 구)를 선정하여 시범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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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켰다.

합법적이고 자원･유상의 원칙을 지키고 권한이 명확하고 형식이 다
양하며, 관리가 엄격하고 이전이 원활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만족하
는 토지이전관리와 서비스를 지도하고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시장을 건
립 및 개선하고 다양한 형식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켰다. 당17기 3중
전회 이래 산시(山西)성, 후난(湖南)성, 스촨(四川)성, 간수(甘肃)성, 닝샤
(宁夏)자치구, 신장(新疆)자치구 등 12개 성(구, 시)의 당위원회･정부는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의 규범화 촉진을 위한 전문 문건을 출범하였고 장
수성은 성급 재정 중 전문항목을 배정하여 토지이전을 지원하였는데 이
에 배정한 누계 자금은 1.4억 위안에 달하였다. 저장성은 2010년 시급
재정 중 토지이전장려에 배정한 누적자금은 1.2억 위안에 달하였다 윈
난(云南)성, 구이저우(贵州)성, 베이징(北京)시 등 성(시)는 토지이전 규격
화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하달하였다. 청두(成都)시, 우한(武汉)시 등 중
점 도시는 농촌종합재산권 교역소를 설립하였다. 현재 전국에 800여 개
현시가 토지이전유형시장을 설립하였고 1.3만 여개 향진이 토지이전서
비스센터를 설립하였다.

1.2. 농촌토지도급제도의 개선 성과
첫째,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불
변함을 견지하였다.

도급연장, 증서 보충 및 재발급과 등기시범을 통해 도급 토지의, 면
적, 공간위치, 용도, 토지유형, 권속증서 등을 집행하여 농가의 대부분
도급토지권리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었고 광범한 농민은 현재 토지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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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2011년 말 기준 가정도급경영을 집행한
경지면적이 총 12.77억 무, 가정도급 경영농가 수가 2.29억 호, 가정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증서 발급건수는 각각 2.22
억 개와 2.08억 개로서 각각 가정도급농가 중의 96.9%와 91.0%를 차지
하였다.

둘째, 토지도급경영권을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이전하여 현대농업의 규
모경영을 위해 조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토지이전 서비스체계는 촌급 서비스지점, 향진급 서비스센터,
현급 서비스시장을 건립하였다. 도급농가를 이전 주체로 하고 전업대농
가, 가정농장, 농민전업합작사를 규모경영 주체로 하며 이전도급, 임대
를 주요 이전형식으로 하고 정부의 관리와 서비스를 중요한 보장으로
하는 다원화, 다형식의 시장화 토지이전구조를 형성하여 토지도급경영
권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이전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도급
경지 이전면적은 2.28억 무에 달하는데 가정도급경영경지면적의 17.8%
를 차지하였으며 토지이전의 계약체결 비중이 제고하였다. 전국에서 도
급경지 이전을 진행한 농가는 3,877여만 호로 전체 가정도급농가의
16.9%를 차지하였는데 그중 계약을 체결한 이전건수는 2,520.8만 건, 규
모는 1.39억 무로서 이는 전체 이전면적의 61.1%를 차지하였다.

셋째, 토지도급 분쟁조정구조를 개선하고 농민토지도급경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다.

현재 부문 간의 분공협조, 긴밀협조, 공동관리를 진행하여 농촌토지
의 중점 문제를 전문 처리하는 사업구조를 정비하였다. 촌급은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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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고 향진은 행정이 중재하고 현시는 토지도급중재와 사법보장을
결합한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재조정구조를 건립하여 농민이 반영한 토
지도급분쟁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2006~2009년 동안 전국
지방정부 농업부문은 토지도급경영분쟁 총 70여만 건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접수건수의 92.4%에 달한다. 2011년 30개 성, 구, 시의 촌민위원
회, 향진인민정부와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토지도급 및 이전 분쟁
21.9만 건을 접수하여 19.2만 건을 중재･해결하였다.

2. 농민전업합작조직의 발전
각급 부문은 농민전업합작조직에 대한 지도와 지원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는 산업을 확장하고 서비스분야를 지
속 확대하였으며 제품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소득증대 역할이
점차 반영되면서 중요한 신형농업생산경영주체로 되어 현대농업과 신
농촌건설에서 상당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1. 농민전업합사 발전의 정책조치
첫째, 합작사발전의 법규･제도 체계를 개선하였다.

2007년 7월 1일 《농민전업합작사법(农民专业合作社法)》을 실시하여
합작사에 독립적 법인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로서 중국에 시장주체법이
없는 공백을 지우고 합작사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하였
다. 또한 관련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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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전업합작사
전업합작사

등기관리조례(农民专业合作社登记管理条例)》,

《농민

재무회계제도(시행)(农民专业合作社财务会计制度)(试行)》을

출범하여 전업합작사의 규범화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규범을 제공
하였다. 지방입법과 관련 법규 출범을 적극 지도하고 추진하였는데 현
재 저장성, 후베이성 등 16개 성(시)가 《농민전업합잡사법》실시방법 혹
은 조례를 출범하여 지역별 전업합작사 발전에 양호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둘째,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시범합작사건설을 진행하고 시범사 건립표준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시범사건설을 진행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였다. 2011년 농업부, 발전개
혁위원회 등의 부문은 공동으로 6,663개 시범농민전업합작사 목록을 공
포하였다. 각 지방은 창조적으로 “4有”21), “5好”22)의 시범사 건설행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전국에 시범사가 총 5.6만 개가 있는데 시범인도역할
을 발휘하고 있고 합작사의 본보기와 전형으로 되어 합작사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민합작사 지도인원 사업규칙(农民合作
社補导员工作规程)》을 제정 및 하달하여 지방 지도인원의 조직건설을
강화하여 성, 시, 현 3급 지도인원 조직체계를 기본 건립하였다.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규획강요(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요구에

따라

합작사 인재양성을 현대농업인재 지지계획과 해빛공정에 포함시켜 농
촌청년 유능자가 농민전업합작사를 창건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였다.

21) 4유는 조직제도, 합작수단, 상당 규모, 뚜렷한 수익 등 네 가지가 있음을 말함.
22) 5호는 서비스동원, 경영수익, 이익분배, 민주관리, 시범인도 등 다섯 가지가 좋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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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업합작사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재정, 세금징수, 금융과 농업관련과제, 산업지원 등 일련의 지원정책
을 지속적으로 출범하였다. 30개 성(구, 시) 당위원회･정부는 합작사발
전을 촉진하는 문건을 전문 제정하였다. 채소원예작물표준원 건립, 목
축표준화 사육단지, 수산건강양식시범장 등 건립과 농기구구입보조 등
농업과제를 모두 합작사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등조건
하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중앙재정에 전문항목 지원금을 배정하
여 집행하였고 성급 지방정부도 관련 경비를 증가하였다. 통계에 따르
면 2011년 중앙재정 중 합작사발전의 전문배정 지원금 규모는 총 7.5억
위안, 성급 정부는 9.7억 위안에 달하였다.

넷째, 합작사와 유통부문 간 생산과 판매 연결서비스를 진행하였다.

2008년부터 농업부와 상무부는 합작사가 할인마트 등 유통기업과
“농가와 슈퍼 연결(农超对接)23)”을 진행할 것을 적극 격려하고 “농가와
슈퍼 연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농업부는 합작
사의 “농가와 슈퍼 연결”을 위한 직접 지원 과제를 농민을 위해 실제 일
을 하는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현재 1.6만호 농민전업합작사
가 슈퍼와 안정한 생산판매 관계를 건립하였다. 지역별 경험을 총결한
기초 위에 농업부는 2011년에 “농가와 합작사 연결(农社对接))” 시범을
가동하였다.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건설항목에 전문경비를 배정하여 베
이징시, 후난성, 옌타이(烟台)시 등 지역에서 시범을 진행하여 합작사가

23) 농업과 슈퍼 연결(农超对接)은 농가와 기업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농가가 슈퍼, 채
소소매시장과 편의점에 농산물을 직접공급하는 신형유통방식으로서 주로 우수품
질 농산물의 직접 배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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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단지와의 연결을 유도하였다. 27개 성(구, 시)에 대한 통계를 보
면 2011년 합작사가 직판점 총 5,342개를 세웠고 총 판매액은 95억 위
안에 달하였다.

2.2. 농민전업합작사발전의 성과
첫째, 합작사는 양적성장, 분야확장을 실현하여 현대농업생산경영의 중
요한 주체로 되었다.

2011년 현재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한 농민전업합작사는 총 52.2
만개에 달한다. 일부 지역의 합작사는 현대농업생산경영과 현대유통방
식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 간 합작과 연합을 진행하는 추
세가 나타나고 있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생산은 주로 재배업과 축산업에
분포되어 있고 식량유, 육류･알류･우유, 채소, 과일과 특색농산물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기구, 임산업, 식물보호, 기술정보, 수공편직, 농가락
(農家樂) 등 농촌산업에도 확장되어 현대농업산업체계의 중요한 구성이
되었다.

둘째, 합작사의 제품은 표준화,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농산물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하였다.

합작사발전은 농업기술보급 비용을 절감하였고 하이테크, 실용농업
기술의 전환응용을 촉진하였으며 통일된 생산기술, 역병퇴치를 실행하
여 전업화, 표준화 생산과 브랜드화 경영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합작
사의 회원 간에 밀접한 친족관계, 지연관계(地缘关系)가 존재하여 자아
예속, 상호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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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생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농업표준화 생산을 채택하고 농산물품질
안전수준을 보장하였다. 현재 전국 4만 여 개 합작사가 농산물생산･품
질안전표준을 실행하였고 3.1만여 개 합작사가 농산물품질인증을 통과
하였으며 4.6만여 개 합작사가 등기상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
물표준화 생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직 캐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합작사는 회원의 소득증대 경로를 개척하였고 농촌사회의 화목을
촉진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재를 통일 구매･
제공하고 회원의 제품을 통일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단계와 유통단
계 비용을 절감하였다. 합작사는 단순한 농업생산에서 점차 가공, 유통
과 판매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진입하고 산업구조를 확장하여 농
민의 소득증대 경로를 개척하였다. 지역별 조사에 따르면 합작사 참여
농가의 소득은 비회원인 동종 업종 농가 대비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각 지역은 합작사를 육성하여 생산을 적극 발전시키는 양
호한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농민들은 상호 간 단결하고 신용을 지키고
이웃끼리 화목한 환경을 형성하였으며 밀접한 관계를 든든하게 하고 양
호한 향토풍, 촌풍 형성을 촉진하였고 농촌사회 관리를 혁신하였다.

3. 농업산업화경영의 새로운 진전
당16대 이래 중앙정부는 농업산업화 발전을 농업･농촌사업 중 전반
성, 방향성 대사로 삼고 일련의 정책조치를 출범하여 농업산업화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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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였다. 농업산업화발전을 통해 농업을 인도하고 농업에 혜택을 주
는 역할이 점차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농업조직화 정도를 제고하고 농업발전방식
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현대농업건설과 농민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촉
진하는 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1. 농업산업화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조치
첫째, 농업산업화 사업지도를 강화하였다

당16대, 17대, 17기 3중전회와 2004년 이래 연속 몇 년간의 중앙 1호
문건은 모두 농업산업화와 용두기업24)의 발전을 지원할 데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금년에는 《국무원의 농업산업화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원
할 데 대한 의견(国务院关于支持农业产业化龙头企业发展的意见)》을 출
범하였다. 중앙정부의 요구를 집행하고 농업산업화 조직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농업부가 주관하고 발전개혁위회,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공급판매총
사가 공동으로 농업산업화 연합회의를 구성하여 다부문 협조, 공동관리
의 사업구조를 형성하였다. 성(구, 시)도 상응한 사업추진구조를 건립하
고 농업산업화발전을 지도하였다. 중점 용두기업 인증감독제도를 건립
하고 용두기업의 운행상황에 대한 감독･모니터링을 실행하였다. 용두기
업이 단지화, 그룹화로 발전하는 형세에 맞춰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건

24) 용두(龍頭)기업은 농산물의 가공, 유통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농산업 기업으로
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하여 농가의 농산물 판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농업의 선두기업으로도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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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활동을 적극 진행하였는데 2011년에 76개 국가급 농업산업화 시범기
지를 인정하였다.

둘째, 농업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각급 재정은 다양한 경로로 농업지원자금을 통합하여 현재 수준의 기
초위에 농업산업화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자금을 증가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중앙정부와 성(구, 시)급 정부는 모두 농업산업화 재정전문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2011년 성급 전문자금 배정액은 36.1억 위안에 달
하였다. 국가농업종합개발자금도 농업산업화를 지원중점으로 삼고 있
다. 정부의 우대정책범위 내의 농산물기초가공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였다. 농업부는 농업은행, 농업발전은행과 연합하
여 금융지원을 통해 용두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하달하였다. 2011년
농업은행의 용두기업에 대한 신용자금은 2,398억 위안, 농업발전은행의
용두기업에 대한 총 대출금규모는 2,181.83억 위안에 달하였다. 2009년
이래 27개 국가급 중점 용두기업이 교역소시장을 통한 모금규모가
231.74억 위안에 달하였다.

셋째, 용두기업의 생산판매 플랫폼을 건립하였다.

2003년 이래 농업부는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중국국제농산물교역회
를 9차례 개최하여 용두기업들이 제품전시에 참여토록 하여 계약체결
금액 3,700여 억 위안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농산물교역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위기와 중
대한 자연재해가 농산물 판매침체를 초래한 상황에서 용두기업을 적극
조직하여 주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도록 하여 판매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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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농업부, 상무부 등 부문은 용두기업이 국제전시판매활동에 참여
하도록 적극 지지하고 용두기업의 “대외로 나아가자(走出去)” 정책 실현
을 지원하여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하였다.

넷째, 농업산업화의 지력지탱을 강화하였다.

용두기업의 경영관리인원에 대한 배양을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강
요(2010~2020년)(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에 포함시켰다. 연합회
의의 8개 부처는 매년 국가중점용두기업 책임자에 대한 훈련을 조직하
여 용두기업의 사회책임의식을 증강하였다. 상무부는 수출용두기업들이
무역마찰에 대응하는 전문훈련을 적극 진행하여 용두기업의 무역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각급 농업산업화 부문은 집중특강, 참관･고찰
등 방식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고 용두기업의 인재수준을 제고하였다.
랴오닝, 장수, 닝샤 등 20여개 성(구, 시)은 용두기업 책임자가 북경대학
교, 청화대학교 등 우수대학에서 전문훈련을 받도록 하였는데 누계 훈
련자수는 5,100여만 명에 달한다.

3.2. 농업산업화발전의 성과
첫째, 농업산업화조직은 쾌속 성장하여 현대농업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현재 전국 각종 농업산업화경영 조직수는 28만 개, 이 중 용두기업이
11만개에 달한다. 각급 산업화조직은 전국 40% 이상 농가를 조직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장악하고 있는 생산기지규모는 전국 농업생산총
규모의 60% 이상에 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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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체로 등장하였다. 용두기업의 연간 판매소득은 5.7만 위안에
달하고 수출규모는 중국농산물 총수출규모의 80%를 차지한다. 농업산
화조직이 출하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은 농산물시장 총공급량의 3분의
1, “채람자” 제품 공급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공급의 주체이다.

둘째, 농산업이 쾌속 발전하였고 현대농업산업체계를 점차 정비하였다.

용두기업은 우량종 육종, 원료기지 등 전방산업사슬 건설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 정밀가공을 적극 발전시키고 포장, 저장, 물류배송과 시장
영업 등 후방단계를 개척하였다. 산업사슬을 정비하고 산업구조를 개선
하여 산업승급을 촉진하고 현대농업산업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각종
산업화조직이 재배업 생산기지를 견인하는 비중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중 가축사육량은 70% 이상, 양식수산물은 80% 이상 규
모이다. 용두기업이 농산물가공산업에서의 매출액과 원료구매액 간의
비례는 2:1이고 유통형 용두기업의 교역액은 2만 위안을 초과하여 2002
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셋째, 농업산업화 혁신의 활력을 지속 증강하여 농업과학기술진보를 추
진하였다.

2002년 이래 국가 중점 용두기업에 대한 과학연구 자금투입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였는데 2011년에는 2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현재
90% 이상 국가 중점 용두기업은 과학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였고 60%
기업의 과학연구성과가 성급 이상의 과학기술성과 인증과 장려를 획득
하였으며 성급 이상 용두기업의 과학기술인원은 38.5만 명에 달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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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농업과학기술인재 총수의 36.8%를 차지하였다. 용두기업은 고표준
원료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신품종, 신기술, 신가공기술 실험시범과 보급
응용을 확대하여 농업과학기술성과 전화를 위해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
공하였다. 2011년 국가중점 용두기업 당 평균 4,500여 만 위안을 투입하
여 표준화 재배축산기지를 건설하였다.

넷째, 이익연결구조가 점차 개선되어 견인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강하였다.

용두기업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민의 이익관계와 밀접히 연결하고
산업화 발전성과를 농민과 공동으로 향수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보호가
격과 인상가격으로 농산물을 수매하고 이윤을 반환하고 배당금 등의 형
식을 통해 농가와의 이익연결구조를 지속 개선하였다. 기업은 계약, 합
작, 주식합작 등 3개 종류의 긴밀한 이익연결방식으로 농가의 산업화조
직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종류가 전반 형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
이상에 달하여 2002년 대비 20% 제고하였다. 다른 하나는 농가생산을
조직하고 농민취업을 흡수하는 등 경로를 통해 농민취업을 통한 소득증
대 능력을 지속 제고하였다. 현재 각종 산업화조직은 농가 1.1억 호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농가가 산업화경
영에 참여하여 연간 발생하는 소득증대 성과는 호당 2,400위안인 것으
로 이는 2002년의 1.5배에 달한다. 국가 중점 용두기업은 평균 취업인원
2,100여 명을 흡수하고 있고 일인당 직원의 연간 인건비 복리는 2만 위
안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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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집체자산관리의 규범화
당16대 이래 각급, 각 부문은 지역 특징에 따라 농촌집체의 “3자(三
资)25)”관리제도체계를 구축하였고 주식합작을 주요형식으로 하는 농촌
집체경제조직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집체자산의 가치보존 혹은
가치증대를 실현하였고 집체서비스기능을 증강하였으며 농가의 재산소
득을 증가시켰고 농촌의 화목과 안정을 촉진하였다.

4.1. 농촌집체 “3자”관리 강화의 정책조치
첫째, 농촌집체 “3자”관리제도건설을 강화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농촌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제도를 통해 권리, 일, 사람을 관리하는” 요구를 제기하여 농촌집
체자산관리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업부, 재정부, 민정부, 감찰부,
감사서(审计署) 등 관련 부문은 중앙결책에 근거하여 일련의 문건을 제
정 및 하달하여 농촌집체자산의 재무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요구를 제
기하였다. 2004년 《촌집체경제조직 회계제도(村集体经济组织会计制度)》
를 개정, 2007년 《농촌집체경제조직 감사규정(农村集体经济组织审计规
定)》을 개정, 2009년 《농촌집체자금자산자원 관리지도를 진일보 강화할
데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农村集体资金资产资源管理指导的意见)》을
제정하여 농촌집체의 “3자”관리 14항 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2011년 《농촌집체경제조직 재무공개 규정(农村集体经济组织财务公开规

25) 3자(資)는 농촌집체의 자금(资金), 자산(资产), 자원(资源)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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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을 개정하여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무공개,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을
개선하였다. 지방별 각 부문도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하였는데 지린, 랴
오닝, 광시, 충칭, 구이저우 등 16개 성(구, 시)은 농촌집체자산관리조례
를 제정하였고 허베이, 네이멍구, 헤이룽장, 푸젠, 간수 등 5개성(구)은
농촌집체재무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산시, 광둥, 닝샤 등 8개성(구)는
농촌집체경제감사조례를 제정하였다.

둘째, 농촌집체 “3자”관리 규범화 건설을 진행하였다.

2002년 중앙정부는 “촌급 재무관리와 감독의 경상화, 규범화, 지도화
발전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농업부, 민정부, 재정부, 감사서는 공
동으로 《농촌집체 재무관리와 감독의 경상화, 규범화, 제도화를 추진할
데 대한 의견(关于推动农村集体财务管理和监督经常化规范化制度化的意
见)》을 제정하고 지방별 각급 농업부문이 농촌집체자산과 재무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직하였다. 재무회계제도를 건전히 하고 재무처리 절차를
규범화하며 민주관리구조를 건립하고 감사･감독 역량을 확대하는 측면
에서 농촌집체재무관리 규범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였는데 전국 326개
규범화 시범 단위를 확정하였다. 농촌집체자산재무관리가 농촌집체 “3
자”관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2012년 농업부는 농촌집체
“3자”관리 시범현을 창건하고, 시범 차원을 제고하고 인도적 역할을 발
휘하도록 하며 농촌집체 “3자”관리의 규범화 수준을 지속 제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셋째,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당16기 3중, 5중전회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제도혁신의 요구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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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개혁의 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적
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에서
민주결책, 농민자원, 실정부합을 구분하여 지도하는 등 기본원칙을 견
지하는 기초 위에 “귀속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뚜렷하며, 이익을 공
동으로 향수하고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규범적으로 이전하며, 감독관리
가 유력한” 농촌집체경제조직 재산권제도를 모색･건립, 격려와 예속을
상호 결합한 운행구조를 구축하였다. 각 지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별 경
험을 고도로 중시하여 농촌경제합작사 처리구조 측면에 대해 유익한 모
색과 실천을 진행하였다. 베이징시는 순자산을 갖고 있는 농촌은 모두
개혁을 진행하게 하고 순자산이 없는 농촌은 회원신분 구분, 노동연령
통계, 청산재무사업을 정돈하도록 하였다. 상하이시는 2015년까지 재산
권제도개혁사업을 기본적으로 종료할 것을 제기하였다. 후베이성은 도
시농촌, 도시근교농촌, 단지 내 농촌 등 도시화 발전속도가 빠르고 집체
경제실력이 강한 지역을 상대로 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권력을 구분하지만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分权不分产), 발전하지만 토지
징용을 하지 아니하며(发展不征地), 운영하지만 경영하지 아니하며(营运
不经营), 이윤을 배당하지만 이득을 나누지 아니하는(分红不分利) 이른
바 “탄시모델(檀溪模式)26)”을 총결하였다. 저장성은 《저장성 촌경제합작
사 조직조례(浙江省村经济合作社组织条例)》를 출범하여 촌경제합작사
의 관리운영구조에 대해 유익한 모색과 실천을 진행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20여 개 성(구, 시)은 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3만개 촌

26) 판시(檀溪)는 중국 후베이성 양양(襄阳)시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판시호라
고도 명명함. 판시지역의 농촌재산권제도개혁을 판시모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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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혁을 이미 종료하였거나 혹은 진행 중이었는데, 관리자산 총액은
3,295억 위안에 달하였다.

4.2. 농촌집체 "3자"관리의 성과
첫째, 관리제도체계를 구축하고 “3자”관리방식을 혁신하였다.

농촌집체 “3자”관리 각항 제도를 점차 건립함에 따라 농촌집체 “3자”
관리제도체계가 점차 형성되어, 따를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하고 규칙에
따라 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혁신하
여 농민자원의 기초 위에 민주절차를 통해 촌집체조직이 향진에 촌급회
계감사를 위탁하는 촌급회계위탁대리제도를 모색하였고 동시에 전국
범위로 보급하였다. 집체자산소유권의 불변, 사용권불변, 심사비준권불
변과 수익권불변의 전제하에 촌급회계감사의 규범화수준을 제고하고
민주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요구를 집행하였고 촌급자금안전을 보장
하였다. 현재 전국 81% 이상 촌은 촌급회계위탁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방은 농촌집체 “3자”감독관리센터를 조직･건설하였고 농촌집체
“3자”감독관리를 진행하는 플랫폼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
이, 산시, 지린, 안후이, 후베이 등 성(시)은 정보기술을 운용하여 85%
이상 향진에 집체 “3자” 네트워크 감독관리 플랫폼을 건립하여 정보화
관리수준을 제고하였다.

둘째, 농촌집체경제를 확대하고 농민재산소득을 증가시켰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촌급집체경제조직의 장부자산총액은 2만억 위
안을 초과하여 촌당 343만 위안이고 촌급 집체경제조직의 순자산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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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억 위안으로 촌당 204.1만 위안인 것으로 집체자산에 대한 가치증가
혹은 가치보존을 실현하였다. 지역별로 촌집체 “3자”감독관리사업을 강
화하고 집체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경영수익이 없거나 경
영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2011년 기준
전국 총 58.9만 개 농촌 중 경영수익이 전혀 없는 농촌은 31만 개로
2010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농촌집체경제조
직의 재산권제도개혁을 통해 출자자 2,315.7만 명(개)을 모집하여 누계
배당금 548.7억 위안을 배당함으로써 농민의 재산소득을 증대시켰다.
집체경제가 부여하는 토지도급경영권, 주택지용 물권과 집체경제수입분
배권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내원으로서 2011년 전국 농가 일인당 순소득
6,977 위안의 41% 이상을 차지하였다.

셋째, 농민의 기본경제권익을 보호하고 농촌기층의 당풍, 청렴정치 건설
을 촉진하였다.

농촌집체 “3자”와 재무관리를 강화하여 농촌집체재무관리를 진행할
수록 혼란해지는,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현
재까지 전국 촌집체 중 재무관리를 공개하는 비중은 96%를 초과하였고
93% 이상 농촌에서 민주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재무
공개, 민주관리, 민주감독 원칙을 실행하여 “군중에게 명확함을 보여주
고(给群众一个明白) 간부에게 결백을 돌려주었다(还干部一个清白).” 각
지역은 재무수지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촌간부 임기와 이
임시의 경제책임, 토지징용 보상금의 사용과 관리, “일사일의(一事一议)”
자금･노동모집과 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집체 “3자”문제에 대한 전
문 감사 등 업무를 중점 진행하였고 매년 40여만 개 농촌에 대해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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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경제 순회감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농촌집체경제심사결과 법률
위반 자금 5억 위안을 조사하였고 횡령안건 389건, 횡령금액 1,617만 위
안, 처벌자 수 1,889명, 배상환급금 1.04억 위안을 실현하였다. 집체자산
인 토지를 횡령하고 억류하는 행위를 청산하고 농민들의 집체경제권익
을 보호하며 농촌기층의 민주법치건설과 당풍, 청렴정치 건설을 유력하
게 추진하였다

5. 농가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추진
당16대 이래 농민부담경감은 농촌분배제도개혁의 중점으로 진행되어
왔고 농촌세금･비용개혁과 농촌종합개혁을 추진하고 강농혜농부농정책
을 강화하며 농가부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농촌분배관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였고 농가부담이 과중하던 국면을 전환하여 농가부담
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부담 경감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
득하였다.

5.1. 농가부담에 대한 감독관리정책 조치
첫째, 농촌의 세금･비용개혁을 지속 강화하였다.

농촌세금･비용개혁의 시범사업 경험을 총결한 기초 위에 2003년 농촌
세금･비용개혁 시범사업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였다. 2004년부터 전국적
으로 농업세 비율을 낮췄으며 동시에 헤이룽장, 지린 2개 성은 농업세
면제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고 2006년에 전국 범위에서 농업세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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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농업세, 목업세와 특산세를 전면 취소하여 연간 농가부담 1,33
억 위안을 경감하였다. 2006년 중앙정부는 농촌종합개혁을 진행하고 정
부기능전환을 중점으로 향진기구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육경비보장체제를 중점 집행하고 현과 향의 재정관리체제개혁을 추진
하였다. 이후 집체임권제도개혁, 향촌채무청산사업을 점차 추진하였다.

둘째, 혜농정책체계를 점차 강화하였다.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혜농정책을 강화하고 식량주산지 식량재배농
가들에 대한 직접보조, 일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종보조와 대형
농기구 구입보조를 증가시켰다. 2006년 중앙정부는 농자재 종합보조를
실시하였다. 모돈 번식, 생돈 우량종보조 등 제도를 점차 건립하였다.
또한 식량최저수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동시에 농촌의 교육,
위생, 문화, 기초시설, 사회보장 등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의 빈
곤부축표준을 점차 제고하여 농촌사회사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2011년
중앙재정의 “삼농”에 대한 지출이 1조 위안을 초과하였는데 이중 식량
재배농가보조, 우량종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등 “4대 보
조”자금은 1,406억 위안에 달하였다.

셋째, 농가부담에 대한 중점관리와 검사를 진행하였다.

광범한 농가가 반영한 문제에 따라 전국 농촌의무교육, 농민주택건
설, 혼인등기, 계획생육, 농업용수전기사용 등 분야에서 불법비용징수와
간행물비용부과 등 문제에 대한 전문 관리를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농업부는 연간 농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현(시)을 선정하여 농
가부담종합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검사, 처리 등 과정 전반에 대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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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실행하였다. 농업 관련 가격과 비용징수에 대한 “심사제(审核
制)”, “공시제(公示制)”, 농촌의무교육 비용징수에 대한 “1비용제(一费
制)”, 농촌의 공공비용으로 간행물을 구독하는 “한도제(限额制)”, 농가부
담 “감독카드제(监督卡制)”, 농업부담 관련 안(사)건 “책임추궁제(责任追
究制)”등의 제도를 점차 건립 및 정비하였다. 농가부담에 대한 모니터
링, 민원신고, 검사감독, 안건처리와 농가부담 감독카드 등 일상적인 감
독관리제도를 점차 개선하였다.

넷째, 촌급 공익사업건설투입의 신구조를 건립 및 개선하였다.

각급은 촌급 공익사업이 일사일의로 자금과 노동을 모집하는 데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2007년 국무원은 새로운 일사일의 자금
노동모집에 대한 관리방법을 출범하였고 지방별 각 부문은 구체적인 실
시방법을 정비하였다. 2006년 이래 일사일의 모집자금과 노동에 지불한
자금 총액이 493억 위안이었고 모집한 노동참여일 수는 총 53억 일이었
다. 2008년에 가동한 일사일의 장려･보상 시범은 2011년에 전국 범위에
서 전면 추진하였다. 2008~2011년 동안 각급 재정 중 일사일의 재정장
려보상자금 총규모는 1,050억 위안이고 촌급 공익사업건설에 2,800억
위안을 사용하여 98.5만 개 항목을 건설하였다. 일사일의 재정장려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촌급 공익사업은 크게 발전하였고 농민들의 생산생활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가속화하였다.

5.2. 농가부담의 감독관리 성과
첫째, 농업세를 전면 취소하고 도농 이원화 체제를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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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세를 전면 취소하여 전통농업사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세금부여
제도를 종료하였는데 이는 도농통합발전을 실현하는 거대한 조치이고
억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정치로서 중대한 의의를 갖
는다. 이 중대개혁을 통해 농가들이 실제 혜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
라 생산적극성을 향상시켜 농촌생산력을 재차 해방하였다. 또한 농촌
상부구조의 변혁과 진보를 인도하였고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도농 이원화체제를 해소하는 새
로운 시작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농가는 “세세대대로 납부하던 ‘황량국
세(皇粮国税)’가 우리 세대에서 취소될 줄은 몰랐다. 진심으로 당과 정부
에 감사드린다. 농민들을 위해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고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둘째, 농민부담은 뚜렷하게 경감하였고 농촌사회는 진일보로 안정되었다.

농촌의 세금･비용개혁은 농민부담이 과중한 국면을 전환하였다. 농민
부담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해 불법비용 징수, 불법벌금과 모집자금배당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고 농촌종합개혁은 농민부담을 조성하
는 일부 핵심 문제를 점차 해결하였다. 일련의 정책조치를 집행하여 농
가부담도 대폭 경감하였다. 2006년 이래 농민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는데 2011년 일인당 농가부담은 44.2위안으로 2002년 대비 62% 하
락하였다. 2005년 이래 전국에 농가부담으로 인한 인명피해 혹은 상해
등 악성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엄중한 집단적인 사건이나 중대 영향을
조성하는 기타 안(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과거 농가부담과 관련한 악성
안(사)건이 매년 발생하던 국면을 돌려세웠다. 동시에 농가부담 관련 고
충처리가 대폭 감소하였고 농촌사회는 진일보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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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민들의 실제 혜택이 증가하고 간부와 군중관계가 개선되었다.

각급 정부는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농촌의 기초시설건
설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였고 “3농”에 대한 투입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농민들이 농업생산 및 의무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국
가보조를 획득한 항목은 점차 증가하고 보조금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배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种
田不交税),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며(上学不交费), 병
을 보이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看病能报销), 생산은 보조를 받을 수
있고(生产得补贴), 생활은 최저보장이 있으며(生活有低保), 양로도 안심
할 수 있다(养老也放心)”라고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농촌개혁을 점
차 확대하고 부담경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혜농정책을 확대하
면서 기층간부의 작풍이 뚜렷하게 변화하였고, 서비스의식이 증강하였
다. 기층간부조직이 농민에게 식량과 자금을 재촉하는 업무가 적어진
반면, 농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증가하였다. 또한 일처리
과정에 강제적인 명령방식이 적어진 반면, 농민과의 의론이 많아졌다.
기층의 민주건설이 강화되었고 당과 군중 간 모순은 효과적으로 완화되
었다. 농민이 진심으로 당과 정부의 농촌정책에 감사하였고 당은 농촌
의 군중기초를 진일보로 공고히 하였다.

6. 농업사회화서비스의 진전
당중앙,

국무원은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를 중시해왔고,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각종 서비스의 조직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서비스의 혁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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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개선하였다. 중국은 농업공공서비스기구, 합작경제조직, 용두기업
과 기타 사회화서비스조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차원, 복합식 농업사
회화서비스체계를 형성하여 전통농업의 현대농업 전환을 촉진하였다.

6.1.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의 구축 조치
첫째, 농업사회화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중앙정부는 신형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 구축을 중시해왔다. 2004년부
터 중앙 1호 문건은 연속 9년간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를 정비”하는 요
구를 제기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신형의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 구
축”의 중대한 전략을 배치하여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 건설을 위해 방
향을 확정하였고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중점을 확립하였다. 이는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형의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 건설을 지
도하는 강령이 된다. “12･5” 계획 강요는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 정비”
를 국가 “12･5”기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삼고 각종 시장 주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5년간 농업사회화 서비스 발전구상을 설계
하였다.

둘째, 농업공공서비스 기구건설을 강화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농업공공서비스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관리체제를
혁신하며 종사자의 수준을 제고하여 3년 내 전국의 향진 혹은 지역별
농업기술보급, 동식물역병퇴치, 농산물품질감독관리 등 공공서비스 기
구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
과 건설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투입규모를 확대하며 전문경비를 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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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범현 구축을 추진하여 기층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정비하도록 하였
다. 전국 동물방역체계를 건설하는 계획을 조직･실행하여 향진지역의
목축수의참(站) 건설을 동물역병퇴치를 실행하는 주요한 평가지표로 삼
고 향진의 목축수의체계의 서비스능력을 제고하였다. “화로를 새로 설
치하지 않고(不另起灶炉) 단칼에 자르지 않는(不搞一刀切)” 원칙에 따라
현존 농업기술보급, 동식물역병퇴치 기구를 활용하고 향진의 농산물품
질감독관리기구 건설을 가속화하며 제도건설 강화를 통해, 향진의 품질
감독관리기구 업무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건설목표와 요구를 구체화하
였다.

셋째, 다원화, 사회화 서비스조직을 적극 육성하였다.

① 농민전업합사를 발전시켰다.

《농민전업합작사법(农民专业合作社

法)》을 발표하고 합작사 회원에 대한 회칙을 확립하였고 각급 재정은 합
작사를 지원하여 정보, 훈련, 품질인증, 시장판매, 기술보급 등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건이 알맞은 합작사가 국가의 농업 관련 용역사업
을 진행하고 합작사가 회원을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능력을 제고하도
록 지지하였다. ②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용두기업이
생산기지를 건설하도록 인도하고 생산기지의 농가를 대규모로 인도하는
것을 지원하며 농가에게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두기업+생산
기지+농가” 서비스모델을 보급하였다. 용두기업이 기술연구개발과 성과
보급을 진행하도록 격려하고 기술개발비용을 소득세전에 공제하도록 하
였다. ③ 집체경제조직의 서비스기능을 증강하였다. 집체 “3자”관리와 민
주관리를 강화하고 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집체자산의 가치를 보존
혹은 가치증가를 실현하였다. 주로 일괄서비스 기능을 증강하였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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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리시설건설, 농경지관개, 도로교통 등 공익사업 분야를 중시하였다.
④ 기타 서비스조직을 적극 지원하였다. 농촌경제인 훈련시범을 조직하
고 농촌경제인을 대상으로 직업기술능력자격 인증을 진행하였고 농촌경
제인이 농민을 위해 시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였다. 각종 전
문, 종합적 농업서비스회사의 발전을 격려하였다.

넷째, 신흥 사회화서비스 분야를 적극 개척하였다.

① 농촌금융보험 서비스를 모색하였다. 지역별 농업부문은 농민전업
합작사의 신용합작 시범사업을 조직하고 외상･환매･보상 방식을 취하
고 구매･판매장부, 신용대출담보 등 방식을 조절하였으며 내부 회원과
전업합작사 간 신용합작을 진행하였다. 헤이룽장성은 경제관리부문, 농
업은행, 연통회사가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촌 단위로 촌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농업경제기관이 감독관리부문이 되어 농민을 위해 실제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린, 헤이룽장, 장수 등 지방은 농업정책보험 시
범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② 토지이전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지역별
농업부문은 규범적인 이전을 진행할 데 대한 문건을 출범하고 이전조직
을 육성하고 이전서비스 플랫폼을 건립하여 토지이전을 위해 정책자문,
정보발표, 계약체결, 가격평가, 분쟁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토지도
급경영권의 규범화 이전을 촉진하였다. ③ 통일된 예방과 퇴치 서비스
를 진행하였다. 행정추진, 정책지원, 규범화관리와 홍보를 통해 전문화
된 통일예방퇴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다. 전문화 통일예방퇴치조직을
지원하고 해당 서비스행위를 규범화하고 전반과정에 대한 도급서비스
를 발전하도록 격려하였다. ④ 농기계작업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전국
에서 농기계사회화서비스 시범건설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존 농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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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과 경로별 과제, 자금, 기술 등이 시범지역에 집중되도록 하였
고 서비스능력을 제고하였다. 정보제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번기에 지
역 간에 농기계 사용을 협조하여 경작, 파종, 이앙 등 작업을 진행하도
록 하였다. 서비스분야를 진일보로 확장하고 농기계의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6.2.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의 발전 성과
첫째, 농업공공서비스 기구를 정비하였고 대중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을 보장하였다.

현재까지 전국의 2,475개 현(시)이 향진 농업기술보급기구에 대한 개
혁임무를 완성하였는데 이는 개혁을 진행하는 현(시)의 95%를 차지한
다. 전국에 향진 혹은 구역에 따라 목축수의참(站) 34,616개를 설치하였
고 이에 15.5만 명 인원이 편제되어 있으며 향진에 전문직 혹은 겸직으
로 농산물품질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2만 여 명에 달한다.
향진 농업공공서비스기구는 농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층기구로서 과학교육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고 동식
물역병을 퇴치하며 농산물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최전방 기구이다. 기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기층 농업공공서비스 능력을 증강하고 농민을 위
한 서비스수준을 제고하였고 식량생산 “8년 연속 증가”, 농가소득 “8년
연속 쾌속 증대”를 위해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또한 중대 동물역
병 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농산물품질안전수준도 제고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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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종 사회화서비스조직은 활기를 띠고 농업생산자의 다양한 요구
를 만족하였다.

10년 이래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각종 농업산업화조직 등 농업사회
화 서비스조직이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서비스 수준도 상승하였
다. 농민전업합작사 등 합작경제조직이 존재하는 취지는 농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농민 가운데서 직접적이고 고효율적이며 편리하게
농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은 강한
시장개척능력, 과학기술 혁신과 경영관리능력을 갖추고 있고 농민과 이
익연결구조를 건립하여 농민들의 생산경영활동에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원화 농업사회화 서비스조직의 발전은 농업생산 중 부동
한 업종, 부동한 단계, 부동한 체제하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적합하
고, 시장체제하에서 각종 사회역량을 활용하여 현대농업을 서비스하는
데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신흥의 전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현대농업의 규모화, 집약
화 추세에 적응하였다.

최근, 도농통합일체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현대농업발전을 추진하
기 위한 정부의 투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이전
서비스, 농작물 병충해 전문화 통일퇴치 서비스, 농기계작업 전반과정
서비스 등 전문화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지역, 규모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농촌토지이전서비스체계는 기본적으로 건
립되어 전국의 가정도급경지 이전면적은 2.28억 무로 17.8%를 차지한
다. 공상부문에 등록한 병충해 전문화 퇴치조직은 1만 개 이상에 달하
고 대･중규모 식물보호기계 120만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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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에 달하고 일별 작업능력은 3,000만 무 이상에 달하였다. 전국
농기구작업서비스 조직은 17만 개를 초과하고 있는데 경종･수확의 종
합기계화 수준은 54.5%로서 서비스 경영소득은 4,400억 위안에 달하였
다. 이러한 신흥서비스의 발전은 농업의 적절한 규모경영을 추진하였고
식량의 안정증산을 촉진하였으며 농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농
업생산의 규모화, 집약화 방향으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넷째, 사회화 서비스수준이 크게 제고하였고 농촌노동력의 외부이전에
대응하였다.

최근 농업공공서비스기구, 농민전업합작사 등 사회화 서비스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토지이전, 통일퇴치, 농기구작업 등 사회화서비스
항목이 다양해져 “어떻게 농사를 짓고(地怎么种)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
가(谁来种)”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사회화 서비스 수준이 제고하여 농
업생산경영활동의 사회화 분공을 촉진하였고 사람과 토지 간 상호 의존
도를 줄이고 농업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경감하여 잉여노동력이 안정적
으로 이전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는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등 “3화 동보(三化同步)”의 발전추세에 적응하였다. 2002~2007년 사이
외부에 진출하여 취업한 농민 수는 연간 650만~700만 명씩 증가하였는
데 2011년 기준 전국 농민공 총수는 25,278만 명에 달하여 전년보다
1,05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4.4%였다.
현재 중국은 전반적으로 “3화 동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 도시화,
공업화는 쾌속 발전하고 있고 국가 경제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농촌
경영체제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물질기초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도농통
합발전, 농촌개혁심화, 현대농업발전, 농민권익보호, 농촌사회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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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역사적 임무와 농촌경영체제를 정비할 데 대해 새로운 요구가 제기
되고 있다.
신세기 농촌경영체제 혁신을 실현하려면 과학발전관을 실행하고 공
업화, 도시화의 발전 가운데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 목표를 견지하고,
농업경영방식 전환을 가속화하여 농민군중의 근본이익을 보호하는 출
발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농민합작조
직에 의탁하며,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을 핵심으로 하고 선진 농업사회화
서비스를 보장으로 하며, 농촌공익사업에 대한 투입 구조를 정비하는
것을 통해 신형의 농촌경영체제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향후 다음과 같은 네 개 측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이다.
① 농촌토지도급관계가 안정적이고 동시에 장기간 불변함을 유지하며
가정도급경영제도 기초를 견지한다. 관련 법률법규를 개정하고 법에
근거하여 농민에게 충분하고 보장이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한
다. “장기불변” 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농촌토지 도급관계를 지
속적으로 안정시키고 정비하여 가정도급경영의 기초지위를 공고히
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방법을 제정하고 토지도급경영권 등
기사업을 전면 진행하며 토지도급 정보화관리를 실현하고 토지도급
경영권 등기제도를 건립하고 개선한다. 도급토지경영권 이전형식을
규범화하고 도급토지경영권 이전시장을 정비하며 이전가격 형성구
조를 개선한다. 농촌토지도급 분쟁조정중재체계를 건립하고 향촌조
정조직을 정비한다. 전업대농가와 가정농장을 중점으로 다원화 규모
경영 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가정경영의 집약화 수준을 제고한다.
② 현대농업경영조직을 적극 발전시키고 통일경영조직 정도를 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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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민을 인도하여 다양한 연합과 합작을 진행하고 합작사 간 연
합과 합작을 적극 추진한다. 국무원은 농민전업합작사발전을 지원하
는 정책성 문건을 연구･제정하여 합작사에 대한 재정, 세금징수, 금
융 등 우대정책을 출범하도록 한다. 합작사가 내부신용합작을 진행
하는 관련 관리방법을 연구･제정한다. 합작사의 규범화 건설 활동을
진행하고, 합작사의 지도인원 구성과 사업지도체계 건립을 진행하여
합작사가 제품판매경로를 확대하고 개척하도록 지지한다. 《국무원
의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지할 데 대한 의견(国务院关于
支持农业产业化龙头企业发展的意见)》을 집행하여 농업산업화의 도
약･발전을 추진한다. 용두기업이 업종 내 선두기업 역할을 하고 농
업산업화 시범기지를 창건하도록 지지한다. 용두기업과 농민전업합
작사 간 연합합작을 추진하여 농가, 합작사, 용두기업이 자금, 기술,
노동 등 요소를 주식으로 활용하여 재산권 연합 관계를 허용하도록
인도한다. 용두기업이 과학연구투입을 확대하고 농업산업화 인재양
성을 가속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기업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의
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이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진일보로 정
비하도록 한다.
③ 신형 농업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사회화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전반과정 취급, 종합구성, 영활한 체제, 유력한 보장, 고효
율 운영 등 기능을 갖춘 신형의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술보급,

동식물역병퇴치,

농산물품질감독관리,

농촌경영관리

등 향진 혹은 지역별 감독관리 서비스기구를 정비하고 능력을 전면
적으로 강화한다. 농촌경영관리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농촌
합작금융, 농업신용대출담보와 정책적 농업보험을 적극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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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 사회화 서비스조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산경영서비스를 진
행한다. 용두기업이 농민을 위해 기술, 정보, 농자재, 구매･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농민전업합작사가 농자재공급, 기술보급,
표준화생산, 제품판매 등 분야에서 농민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고 전업서비스회사, 전업기술협회 등 기타 사회서비스조직의
발전을 지지한다. 서비스체계의 개혁시범을 진행하여 사회화서비스
의 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④ 농촌사회관리를 혁신하고 농촌의 관리운영구조를 정비한다. 농촌집
체의 “3자”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집체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혁
신하며 농가를 위한 집체경제조직의 서비스 능력을 증강한다. 농촌집
체경제조직의 입법절차를 가속화하고 법인지위, 회원자격인증 표준
을 명확히 규정한다. 농촌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저
축 자산을 활성화하며 농촌집체자산의 가치보존 혹은 가치증대를 실
현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집체의
재산권교역 플랫폼 건립을 모색한다. 각급 재정이 농업･농촌에의 투
입증대 구조를 건립하고 촌급 단위의 역대로 이월한 채무상황을 적극
해결한다. 국정에 부합하고 온정하며 전반 도농을 포괄하고 지속발전
이 가능한 기본공공서비스체계를 건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기본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한다. 일사일의 자금노동모집의 처리규정을
제정 및 실행하고 재정적 장려･보상 범위와 비중을 확대하며 공공사
업건설에 대한 투입구조를 정비한다. 일사일의 정보화사업을 전면적
으로 추진하고 농민부담에 대한 감독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농민부담
이 감독관리 업무에 포함되는 사업구조와 조치를 적극 모색하고 농민
이익을 해치는 문제 처리와 관련한 지도의견을 연구 및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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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배업의 역사적 도약 실현

당16대 이래 중국의 재배업 생산은 크게 발전하여 역사적 도약을 실
현하였다. 식량, 면화, 기름, 당류, 과채류, 찻잎, 누에 등 주요 농산물은
대폭 증가하였고 산업구조가 개선되었다. 농산물이 양적 균형과 충족을
실현하여 전국 십 몇 억 인구의 먹는 문제와 도농 주민의 생활개선 수
요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식서비스업, 방직복장공업, 연초공업,
교통운송업, 저장･물류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중국 경제사
회의 안정･쾌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타국
에 발전경험, 선진실용기술과 우량품종을 제공하여 세계 식량안정과 농
업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 재배업 상품의 공급보장능력 증강
당16대 이래 중국의 재배업 생산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상품공급
능력도 증강되었다. 2011년 전국 식량생산량은 57,120만 톤, 면화 658만
톤, 유료 2,206만 톤, 당료 1.2억 톤으로 각각 2003년 대비 32%, 35%,
17%, 32% 증가하였고 일인당 소비량은 2003년의 341kg, 3.9kg, 22.3kg,
76.5kg에서 2011년 416.9kg, 4.8kg, 24.1kg과 91.4kg로 제고하여 주민생
활수준 제고와 경제사회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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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식량작물 생산의 안정 발전
옥수수, 밀, 벼는 중국의 주요 식량작물로서 이들의 생산량은 전체 식
량총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03년 이래 중국의 식량생산은
보기 드문 “8년 연속 증산”을 실현하여 총 14,050만 톤 증산하였다.
2011년 전국 밀 총생산량은 11,740만 톤으로 2003년 대비 3,091만 톤,
36% 증가하였고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였으며 역대 최대기록인
1997년 12,329만 톤 다음으로 높은 해였다. 당해 연도 벼 생산량은 2억
톤을 초과하여 20,100만 톤에 달하였다. 이는 2003년 대비 4,034만 톤,
25.1% 증가하여 연평균 3.1% 성장하였다. 옥수수 총생산량은 19,278만
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2003년 대비 7,695만 톤, 66.4% 증가하여
3대 식량작물 중 증산량이 가장 많고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품목이 되
었다. 주요 식량작물생산의 발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배면적

회복이

확대하였다.

2011년

전국

밀재배면적은

2,427.1만 ha로 2003년 대비 10.3%, 227.3만 ha 확대하였고 연평균 증가
율은 1.7%였다. 당해 연도 옥수수 재배면적은 3,354.1만 ha로 2003년 대
비 39.4%, 947.3만 ha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4.9%였다.
둘째, 단위당 생산량이 뚜렷하게 제고하였다. 2011년, 밀의 무(畝)당
생산량은 322kg에 달하여 2003년 대비 무당 22.9%, 60kg 제고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9%였다. 당해 연도 벼의 무당 생산량은 445.8kg으로
2003년 대비 10.3%, 41.8kg 제고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3%였다. 옥
수수 무당 생산량은 383.2kg로 2003년 대비 19.4%, 62.4kg 제고하여 연
평균 증가율은 2.4%였다.
셋째, 기계화 작업수준이 쾌속 제고하였다. 2011년, 벼의 이앙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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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42.69만 대, 벼･밀연합수확기는 94.37만 대로 각각 2000년 대비
740.4%와 249.5%

증가하였다.

농작물 경종･수확 종합기계화수준이

54.82%에 달하고 연속 6년 2% 이상 증가하였다.

식량작물생산의 기계

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었고 취약분야의 기계화가 쾌속 제고하였다. 밀
의 경종･수확 종합기계화수준은 92.62%에 달하여 전반 생산과정의 기
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옥수수 기계화 수확은 무에서 유로 발
전하여 현재 기계화 비중이 33.59%이고 쾌속 추진단계에 진입하였다.
2011년, 벼 경종･수확 종합기계화수준이 65%에 달하였고 이 중 기계화
재배 수준이 26%에 달하였다. 농기구서비스산업화가 발전함에 따라 벼
생산 기계화서비스 대농가, 전문서비스 조직 및 농기구경제인 등 조직
이 쾌속 성장하고 있고 서비스분야가 수확기로부터 점차 경작, 파종, 육
묘, 이앙기로 확대되었고 서비스모델도 단일 서비스에서 전면, 전반의
도급서비스로 발전하였다.

1.2. 두류 생산구조를 지속 조정
두류는 단백질, 지방과 기타 특수영양보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풍부
한 식물로서 체질을 증강하는 중요한 농산물이다. 두류 중 대두는 중요
한 유료와 단백질 작물로서 전체 두류 생산량 중 75.9%를 차지한다.
2005년의 대두 재배면적이 959.1만 ha에 달하여 개혁개방 이래 최신기
록이었다. 2004년 대두 생산량은 1,740.4만 톤으로 역대 최고기록이었
다. 하지만 최근 대두생산은 수입압력, 자원제한과 낮은 비교수익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2011년의 대두 재배면적은 795.5만
ha로 2002년 대비 83.1만 ha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1,448.5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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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만 톤 감소하였다. 녹두, 잠두, 완두, 강낭콩 등 두류작물 생산도
구조조정, 퇴경환림, 시장가격파동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는데 수출비
중이 많은 강낭콩 등의 수출량도 동반 감소하였다.

1.3. 서류생산이 상승추세
서류(고구마, 감자 등)는 중국의 주요 식량작물의 하나이고 또한 중요
한 사료와 공업용 원료작물이다. 감자는 밀, 벼, 옥수수, 대두에 이어 제
5대 식량작물에 속한다. 최근 서류, 특히 감자의 용도와 지위는 큰 변화
가 발생하여 서류생산은 각 지역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첫째,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회복성장을 나타내고 단위당 생산량이 안
정적으로 제고하였다. 2003년부터 중국 서류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의 서류 재배면적은 11,816.1만 무, 생산
량은 1,350.6억 kg로 각각 2003년 대비 2,736.3만 무, 405.9억 kg 감소하
였다. 2006년 이후 서류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회복추세를 보이기 시작하
여 2011년의 서류 재배면적은 13,358.7만 무, 생산량은 1,636.5억 kg으
로 각각 2006년 대비 1,542.6만 무, 285.9억 kg 증가하였다. 2011년 서류
무당 생산량이 1,225.1kg로 2003년 대비 18.0kg 제고하였다.
둘째, 주산지가 진일보로 집중되었다. 동북, 서북, 서남지역은 중국 서
류의 전통 주산지다. 최근 서류생산은 진일보로 비교우위산지로 집중되
어 특색을 갖춘 생산대성(省)과 중점구역을 형성하였다. 2011년 서류 재
배면적이 1,000만 무 이상인 지역은 스촨(四川), 구이저우(贵州), 네이멍
구(内蒙古), 충칭(重庆), 간수(甘肃) 등 5개성(구, 시)으로서 2003년보다 2
개 지역이 추가되었다. 2011년 상기 5개 성(구, 시) 서류재매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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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2만 무, 생산량은 699.1억 kg으로서 전국 서류 재배면적의 47.6%,
생산량의 42.7%를 차지하였다.
셋째, 감자생산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행정추진과 시장인도의 공동
작용하에 전국 감자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
년의 감자 재배면적은 8,136.0만 무, 생산량은 882.0억 kg로 2003년 대
비 재배면적은 19,9%, 1,352.4만 무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29.6%, 201.9
억 kg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역별로 감자탈독종자를 적극 보
급하여 단위당 생산량이 크게 제고하였다. 2011년 감자 무당 생산량이
542.6kg로 2003년 대비 8.1%, 81.3kg 제고하였다.

1.4. 공업용 원료작물공급이 증가
식량생산이 쾌속 발전한 동시에 공업용 원료작물의 생산력도 안정적
으로 발전하여 국내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하였다.

첫째, 면화생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방직소비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재
배면적안정, 단위당생산량 제고” 방침을 제정하고 과학기술투입을 확대
하는 등 면화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다. 2011년의 중국 면화재배
면적은 503.7만 ha, 생산량은 659.7만 톤으로 2002년 대비 각각 85.3만
ha와 168.1만 톤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20.4%와 34.2%였다. 10년
동안 재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 생산량은 3.4%로서 각각 5.0%,
1.6% 포인트 제고하였다. 2002~2011년 사이 중국의 면화 평균 재배면적
이 523.8만 ha, 평균 생산량이 633.8만 톤, 평균 ha당 생산량이 1,207.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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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007년의 면화 재배면적은 592.6만 ha이고 생산량은 762.4만 톤
으로 역대 최고수준에 달하였다. 2008년 이후 면화생산이 약간 감소하
였지만 여전히 역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현재 중국의 면화총생산
량은 세계 1위, 재배면적은 세계 2위이다. 과학기술진보는 면화의 생산
량 제고와 품질개진을 위해 중대한 기술공헌을 하고 있는데 중국면화의
과학기술 기여도는 60% 이상에 달한다. 2011년의 GMO 병충해저항성
면화의 재배면적은 2002년의 200만 ha에서 326만 ha으로 63.0% 증가하
였다. 잡교면화의 재배면적은 2002년의 26.7만 ha에서 2011년 203.8만
ha로 6.6배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 이래 정부는 면화의 과학연구와 생
산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면화재배지역의 경작제도와
재배방식을 개혁하였으며 우량품종과 멀칭, 육묘이식, 화학조종 등 중
대한 기술을 보급하여 면화의 단위당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하였다.
현재 중국의 면화는 세계 13.9%의 재배면적을 이용하여 24.3% 생산량
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면화의 단위당 생산량 수준은 면화생산국 가
운데 선두지위에 있다.

둘째, 유료생산의 자급률이 안정되었다.

유료는 중국의 중요한 농산물이다. 최근 10년 이래 유료생산은
WTO 가입에 따른 압력을 받으면서도 유력한 대응에 힘입어 안정적으
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8년 이래 “4년 연속 증산”을 실현하였고 효과적
인 공급을 증가하여 최근 식용식물유 자급률은 40% 수준으로 안정되었
다. ① 유료 단위당 생산량과 총생산량 모두가 증가하였다. 재배면적이
감소한 상황하에 2011년의 유료생산량은 3,306.8만 톤으로 역대 최고기
록을 달성하였고 2002년 대비 495.8만 톤 증산하였으며 연평균 55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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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실현하였다. 유료증산은 주로 단위당 생산량 제고에 의한 것으
로 2011년 유료 무당 생산량은 159.1kg으로 2002년 대비 28.3kg 증가하
였고 연평균 3.1kg 증가하였다. ② 주산지역의 증산 비중이 크다. 2011
년 유료생산량이 100만 톤 이상인 11개 성(네이멍구(内蒙古), 랴오닝(辽
宁), 허베이(河北), 장수(江苏),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
시(江西), 허난(河南), 산둥(山东), 스촨(四川))의 총생산량은 2,538.8만 톤
에 달하는데 2002년 대비 395.6만 톤 증산하였고 전체 증산량의 80%를
차지하였다. 이 중 허난성의 유료 생산량은 전국 1위로 2011년의 생산
량이 532.4만 톤에 달하여 2002년 대비 11.7만 톤 증산하였고 총증산량
의 22.5%를 차지하였다. ③ 주요 유료작물의 증산량이 많다. 땅콩은 유
료생산량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 땅콩 재배면적이 33.9만
ha 감소한 상황에도 무당 생산량과 총생산량 모두 역대 신기록을 달성
하였다. 무당 생산량은 233.5kg으로 2002년 대비 32.7kg 제고하였고 생
산량은 1,604.6만 톤으로 122.8만 톤 증산하였으며 전체 유료 증산량의
24.8%를 차지하였다. 유채가 유료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6%
로서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은 약간 증가추세이고 단위당 생산량은 지속
적으로 제고하였으며 총생산량도 증가하였다. 2011년의 유채 재배면적
은 734.7만 ha로서 2002년 대비 20.4만 ha 증가하였고 무당 생산량은
121.8kg으로 23.3kg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1,342.6만 톤으로 287.4만
톤 증산하였고 전체 유료 증산량의 58%를 차지하였다.

셋째, 당료생산이 쾌속 발전하였다.

당16대 이래 당료생산이 쾌속 발전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002년
의 181.8만 ha, 10,292.7만 톤에서 각각 2011년의 195만 ha, 12,5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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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7.3%, 21.6%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7%, 2.2%이다. 당료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증가율은 지난 10년
대비 각각 2%, 2.4% 포인트 제고하였다. 2002~2011년 중국 당료의 연
평균 재배면적은 179.2만 ha이고 ha당 생산량은 62.5톤, 총생산량은
11,231.6만 톤이었다. 안정적인 당료생산은 설탕공업의 발전에 기여하
여 10년 이래 중국 설탕생산량은 1,063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증가
하여 연평균 1.3% 성장하였다. 현재 중국은 세계 3대 설탕생산국으로서
설탕 자급률이 90%로 안정되었다. 10년 이래 정부는 당료생산기지건설
등 사업을 진행하여 당료산지의 생산조건을 개선하였고 당료 종합생산
능력을 제고하였다. 일부 우량품종과 선진기술을 보급･응용하고 있는데
이 중 “신타이탕(新台糖)”과 “구이탕(桂糖)”, “웨탕(粤糖)”, “윈저(云蔗)”등
고구마 품종이 대규모로 보급되었다. 기계화 경종, 종묘탈독, 종이박스
육묘, 병충해퇴치 등 기술도 보급･응용되어 당료의 단위당 생산량을 크
게 제고하였다. 2011년 중국의 당료 평균 ha당 생산량은 64.2톤으로
2002년 대비 13.4% 제고하였고 이는 세계 3위이다.

1.5. 원예작물생산이 전면 발전
첫째, 생산규모를 지속 확대하였다.

“10･5” 이래 중국의 원예산업은 쾌속 발전하였고 생산규모도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수준이 크게 제고하였다. 2011년 중국 원예작물(과
일, 채소와 차를 포함)의 재배면적은 3,358.2만 ha로 2002년 대비 21.7%
증가하였다. 이 중 과원면적은 1,183.1만 ha, 과일생산량은 14,083.3만 톤
에 달하여 2002년 대비 각각 30%, 102.6% 증가하였다. 채소재배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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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9만 ha, 생산량은 67,929.7만 톤으로 2002년 대비 각각 13.2%,
28.4% 증가하였다. 차원재배면적은 14.1만 ha, 차생산량은 162.3만 톤으
로 2002년 대비 각각 86.2%, 117.8% 증가하였다. 화훼 재배면적은 102.4
만 ha, 판매액은 1,068.5억 위안으로 2002년 대비 각각 206.2%, 263.5%
증가하였다.

둘째, 제품품질이 크게 제고하였다.

2003년 이래 《무공해식품행동계획》실시와 원예제품의 생산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채소, 과일, 찻잎의 잔류농약검사 합격률이 95% 이상으
로 대폭 상승하여 “구오” 말 대비 30% 제고하였다. 원예작물표준원을
대상으로 출하제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과일과 찻잎의
합격률은 100%, 채소는 99.8%에 달하였다. 사과, 감귤 등 주요 과일의
우수품질 비중은 55% 이상이고 차의 우수품질 비중은 43%이며 채소의
상품화처리 비중은 40% 이상에 달하였다.

셋째, 시장공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교통운수상황이 개선되고 전국 신선농산물에 대한 “녹색통로(绿色通
道)”가 개통되어 시설원예생산이 쾌속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원예제품
시장의 공급이 크게 개선되었다. 2011년 채소 일인당 연간 소비량이
504.2kg, 과일은 104.5kg, 찻잎은 1.2kg으로서 각각 2002년 대비 19.3%,
88.3%, 102.4% 증가하였다. 이 중 시설원예제품의 생산량이 급증하였는
데 예를 들면 시설채소의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153.3kg로 2000년의 배
로 증가하였다. 시설과일과 화훼 생산량도 대폭 증가하여 겨울과 봄 사
이, 여름과 가을 사이 등 비수기에 계절, 반계절 원예제품을 대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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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또한 다양한 품종으로 구색을 맞추어 연간 효과적인 공급을 기
본적으로 보장하였다.

넷째, 배치와 구조를 개선하였다.

농업부는

《비교우위농산물

区域布局规划(2003-2007年))》과

구역배치계획(2003~2007년)(优势农产品
《비교우위농산물

구역배치계획(2008~

2015년)(优势农产品区域布局规划(2008-2015年))》과

《특색농산물구역배치

계획(2006~2015년)(特色农产品区域布局规划(2006-2015年))》등

구역계획

을 출범하여 10년 동안 사과와 감귤 두 개 비교우위구역, 15개 특색채
소구역, 25개 특색과일구역, 4개 차와 특색음료구역, 3개 특색화훼구역
등 특색 농산물구역배치를 형성하였다. 원예산업의 비교우역구역배치를
개선하였고 생산구조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과거 10년 중국은 원예
제품의 품종구조를 개선하였고 일부 우수품질･다수확･고효율 원예신품
종을 도입 및 육종하였으며 저산량･저효율･저시장경쟁력 품종을 도태
및 교체하여 시설과채류 원예제품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조
생종과 만생종 품종을 증가시켜 원예제품의 출하기간을 연장하였고 원
예제품 출하 시 계절 간의 가격차를 축소시켜 “비수기에 적지 않고(淡季
不淡), 성수기에 혼란스럽지 않는(旺季不烂)” 전년 균형공급을 기본적으
로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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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업의 지속가능발전 수준 제고
2.1. 농산물 비교우위구역을 형성
2.1.1. 구역화 생산국면을 형성
첫째, 식량작물생산의 구역배치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2002년 이래 밀, 옥수수, 벼, 두류와 서류 등 작물의 비교우위구역배
치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생산 집중도를 진일보 제고하였다.
밀의 비교우위구역배치가 안정되었는데 황회해(黄淮海), 장강중하류,
서남, 서북지역의 겨울밀구역과 북방 봄밀구역을 진일보로 조정하였고
주산지역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였다. 연간 밀재배면적이 65만 ha 이상인
지역은 허베이, 산시, 장수, 안후이, 산둥, 후베이, 스촨, 산시(陕西), 간
수, 신장 등 11개이고 이 지역 밀재배면적은 32,186.7만 ha로서 전체 밀
재배면적의 90.1%를 차지하고 2002년 대비 3% 제고하였다.
동북지역 네이멍구의 봄옥수수, 황회해 여름옥수수, 서남, 서북 지역
등 옥수수 주산구역의 옥수수 재배 비중이 진일보 제고하였다. 2011년
옥수수 재배면적이 1,000만 무 이상인 지역은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산둥, 허난, 스촨, 구이저우, 윈난, 싼시,
간수와 신장 등 15개이고 이 지역 옥수수 재배면적은 3,035.3만 ha로 전
국 옥수수 재배면적의 90.5%를 차지하며 2003년 대비 1.8% 증가하였
다. 2011년 북방지역 봄파종 옥수수 구역인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네
이멍구 등 4개 성(구)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1,252.6만 ha, 생산량은
8,007만 톤으로 2003년 대비 각각 7,228.1만 무와 376.5억 kg 증가하였
고 증가율은 각각 62.5%, 88.8%에 달하며 전국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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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은 50.9%, 생산량은 48.9%다. 이 중 헤이룽장성의 옥수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1위로서 2011년 재배면적은 458.7만 ha로 전체의
13.7%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2,676만 톤으로 13.9%를 차지하였다. 황회
해 여름파종 옥수수 구역인 산둥, 허난 2개 성의 2011년 옥수수 재배면
적은 602.1만 ha, 생산량은 3,675만 톤으로 2003년 대비 각각 1,842.4만
무와 150.0억 kg 증가하여 증가율은 각각 25.6%, 68.8%에 달하며 전국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재배면적은 13.0%, 생산량은 19.5%이다.
동북지역의 평원, 장강유역과 동남연해 지역의 벼 비교우위구역이 지
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주산성의 벼 재배는 우위를 유지하였다. 2011년
벼 재배면적이 65만 ha 이상인 지역은 헤이룽장, 장수, 저장, 안후이, 푸
잰, 장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충칭, 스촨, 구이저우와 윈난 등 14
개로서 이 지역의 벼 재배면적은 2,774.5만 ha로 전국 재배면적의
92.3%를 차지하며 이는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의 조생종벼,
만생종벼 재배면적은 약간 회복하였다. 2011년 조생종벼 재배면적은
575만 ha로 2003년 대비 241만 무, 2.9% 증가하였고 만생종벼 재배면적
도 620.7만 ha로 2003년 대비 256만 무, 2.8% 확대되었다. 자포니카 벼
의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어 중국의 중생종벼와 1기작 벼의 재배면적
이 증가하였다. 2011년 중생종벼와 1기작벼 재배면적은 1,810.1만 ha로
2003년 대비 4,829만 무, 21.6%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7%였다.
서류는 주로 감자, 고구마, 카시바 등을 포함하는데 재배우위구역이
안정적이다. 2011년 서류 재배면적은 890.6만 ha로 2003년 대비 1,194만
무 감소하였다. 이 중 고구마 재배면적이 감소한 반면 감자 재배면적은
증가하였다. 2011년 감자 재배면적은 542.6만 ha로 2003년 대비 1,352만
무, 19.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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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업원료작물의 집중도가 제고하였다.

① 면화: 2003년 농업부가 《면화비교우위구역배치계획(棉花优势区域
布局规划)》을 발표 및 실시한 이래 중국의 면화생산은 점차 생태조건이
적합하고 재배기초가 좋고 생산량 수준이 높은 구역으로 집중되었다.
현재 중국의 면화재배는 장강유역, 황하유역과 서북 내륙지역 등 3대
면화구역을 형성하였는데 비교우위구역 집중도는 95% 이상이다. 전국
에 6.7만 ha 이상 규모의 면화생산 대현(단)은 총 265개인데 이 지역의
면화 재배면적은 401.7만 ha로 전체 면화 재배면적의 82.8%를 차지한
다. 이 중 신장(新疆)면화구역은 쾌속 발전하여 중국의 최대 주산지역으
로 되었다. 2011년 신장주산지 면화재배면적은 163.8만 ha, 생산량은
289.8만 톤으로 2002년 대비 각각 73.5%, 102.3% 증가하였고 무당 생산
량은 117.9kg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1.35배였다.
② 유지: 중국의 대부분 유지작물은 오랫동안 조정을 통해 비옥도가
낮고 광열자원조건이 차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식량 등 작물과 토
지사용 모순이 적다. 유지작물작물 재배주산지는 장강유역 쌍저(双低)유
채우위산지, 황회해 및 동북지역 농목교차지대의 땅콩비교우위산지와
삼북특색유지작물산지 등을 형성하였다.
③ 당료: 중국의 고구마생산은 2001년 고구마비교우위구역배치계획
을 실시한 이래 배치조정을 가속화하여 재배구역는 과거 16개성(구)에
서 현재 4개 성(구)에 집중되어 비교우위산업지대를 형성하였다. 2011년
광시, 광둥, 윈난, 하이난 등 4개 성(구)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161.9만
ha, 생산량은 1.1억 톤으로 각각 전체의 94.1, 95.0%를 차지하였다. 사탕
무생산도 경제발전의 법칙에 따라 분산되고 낙후한 산지는 점차 도태되
어 기존의 12개 성(구) 산지에서 3개 성(구)으로 집중되었고 비교우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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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집중도는 99%에 달하였다.

셋째, 원예작물의 비교우위구역배치가 규모화를 실현하였다.

원예작물의 종류가 많고 광범하게 분포되었지만 생산은 지역성이 강
하고 품질격차가 크다. 비교우위를 발휘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래 각급
농업부문은 주요 원예제품의 비교우위구역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직 및
편제하였다. 농업부는 전국특색농산물, 비교우위농산물 및 사과, 감귤,
배, 채소, 찻잎, 화훼 등 원예제품의 비교우위(중점)구역배치(발전)계획
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계획은 원예산업의 전국발전중점, 시공간배
치, 제품구조 등을 과학적으로 확정하였다. 각 지역은 전국의 계획틀에
서 현지 자원상황과 구역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현지 발전계획을 편제
및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원예산업이 비교우위구역으로 집중하도록 인
도하였다. 현재 상기 원예산업의 비교우위구역 집중도는 모두 70%이상
에 달한다.

2.1.2. 재배업의 조화발전을 증강
첫째,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의 조화발전을 증강하였다.

식량작물생산은 단순한 재배면적 확대에 의거한 생산량 증가에서 점
차 재배면적 안정을 유지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단위당 생산량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각종 경제･원예작물생산이 전면･지
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창조하였고 재배업이 점차 전면･조
화･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의 72.5%에서 2011
년 68.1%로 4.4% 감소한 반면 경제작물의 재배면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중국 농촌경제발전 10년(2002∼2012)의 성과

111

제고하였다. 하나가 증가하고 다른 하나는 감소하여 재배업은 양호한
조화발전 추세를 나타냈다.

둘째, 원예작물 제품공급의 계절조절 능력이 증강하였다.

품종구조 측면에서 목표시장의 요구에 따라 조생, 중생, 만생 품종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운송에 강한 품종을 우선 발
전시켜 원예제품의 교차 출하를 촉진하였으며 제품의 출하공급기간을
연장하여 시장공급의 연간 균형을 보장하였다. 《전국채소중점구역발전
계획(全国蔬菜重点区域发展规划)(2009-2015년)》을 실시하고 자금, 기술
등 요소가 비교우위구역에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화남과 서남 열대지역
의 동춘(冬春)채소, 장강유역의 동춘채소, 황토고원의 하추(夏秋)채소,
운귀(云贵)고원의 하추채소, 북부고위도지역 하추채소, 황회해와 환발해
(环渤海)의 시설채소 등 6대 비교우위구역을 형성하여 재배품종을 상호
보완하였다. 또한 출하기간을 차별화하여 구역 간 조화발전의 국면을
형성하였고 비수기 채소공급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전년 생
산 채소는 14대 분류 150개 품종에 달하여 다양한 소비자수요를 만족시
켰다. 남방채소 북방운송, 서부채소 동부조달을 실현하는 비교우위구역
과 시설채소의 발전에 따라 비수기 채소공급모순을 해결하고 전년 균형
공급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셋째, 품종구조와 제품품질이 진일보로 개선되었다.

2011년 4대 식량작물 품종의 종합 우수품질 비중은 64.8%에 달하는
데 이 중 벼는 74.2%, 밀은 67.9%, 옥수수는 50.9%, 대두는 71.7%에 달
하였다. 우수품질 벼 재배면적은 2003년의 21,700만 ha에서 201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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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6만 ha로 14,819만 무 증가하였고 우수품질 비중은 2003년의
54.6%에서 2011년 81%로 17.7% 제고하였다. “쌍고(双高)”고구마, “쌍저
(双底)”유채의 비중은 각각 90%, 82.1%에 달하였다. 장강중하류지역의
동춘채소기지, 황토고원과 운귀고원의 하추채소기지, 연해와 연해지역
의 규모화 채소생산기지, 북방 시설채소, 특히 에너지절감 일광하우스가
쾌속 발전하고 교통운수상황도 개선되어 신선농산물에 대한 “녹색통로”
가 활발하게 실행됨에 따라 중국의 동춘, 하추 비수기 채소소비는 예전
의 “있는 것을 먹는” 상황에서 “먹고 싶으면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여
전년 균형공급을 실현하였고 사람들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만족하였다.
동시에 채소, 과일, 찻잎 등 식용제품의 잔류농약도 효과적으로 통제하
였다.

2.2. 과학기술 지원능력을 증강
첫째, 식량･면화･유지작물･당료의 다수확 혁신을 대규모로 추진하였다.

식량재배면적의 지속적인 대폭 증가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식량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단위당 생산량을 제고하여야만 한다. 중국
의 일인당 경지 면적이 적고 농가당 분산재배방식은 생산조직화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농업부는 1,800만 위안 자금을 배정
하여 전국 범위에서 식량과 유지작물 다수확창건활동을 가동하여 총
602개 만 무 규모의 식량･유지작물 다수확창건시범단지를 건설하였고
단지별 지원자금은 2만 위안이었다. 2009년에는 해당 배정자금을 정식
으로 정부 이전지불 항목으로 구분하고 중앙재정이 5억 위안을 배정하
여 보조대상은 식량유에서 식량, 면화, 기름으로 확대하였으며 총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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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만 무 식량･면화･기름 다수확창건시범단지를 건설하였고 단지별 지
원자금은 20만 위안으로 인상하였다. 2010년 배정자금을 1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보조대상도 식량, 면화, 기름에서 식량, 면화, 기름, 당으로
확대하였고 만무 시범단지는 5,000개로 확대되었으며 단지별 지원자금
은 20만 위안이었다. 2011년에도 10억 위안 자금을 배정하여 5,000개
만 무 시범단지의 건설을 지지하는 기초에서 5억 위안을 증가하여 전반
향, 전반 현에 대한 전체 건설 행동을 추진하여 다수확창건시범을 추진
하였다. 2012년 다수확창건자금은 2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만 무 시
범단지 수는 12,500개로 확대되었으며 단지별 지원자금은 16만 위안이
었다. 전체 향과 현에 다수확창건을 진행하는 외에 5개 식량생산대시
(市)를 선정하여 전체 시(지역) 다수확창건 시범을 진행하였다. 다수확창
건을 실시한 5년 이래 부동한 구역, 부동한 작물, 부동한 품종에 적합한
다수확 기술모델을 집성 및 보급하였고 다수확 전형을 창조하였으며 과
학기술로서 식량산업을 발전시키는 협력구조를 형성하였고 식량의 “8
년 연속 증산”에 공헌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시범단지 평균 무당 생산량
은 일반재배 대비 30% 이상 높다.

둘째, 원예작물표준원(園)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2009년 이래 원예작물생산의 표준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부는
원예작물표준원 건설을 추진하여 채소, 과일, 차의 표준원 생산을 인도
하였다. 원예작물표준원창건의 주요 내용은 규모화 재배, 표준화 생산,
상품화 처리, 브랜드화 판매, 산업화 경영이고 목표임무는 생산재 100%
통일구매통일공급, 종묘 100% 통일육종통일공급, 병충해 100% 통일퇴
치, 제품 100% 상품화 처리, 100% 브랜드화 판매, 100% 식품안전국가

114

해외농업시리즈 12

표준 부합 등이다. 정부가 원예작물표준원 창건에 대한 지원자금은
2010년은 1억 위안, 2012년에 5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표준원당 보조
자금 50만 위안을 배정하였는데 지원 표준원수는 2010년의 200개에서
2012년 1,000개(이 중 채소 800개)로 증가하였다. 사업은 “우선 건설 추
후 보상(先建后补)” 방식을 취해 임무를 완성하고 검수결과 합격한 표준
원에 대해 보조를 진행하였다. 보조자금은 주로 생태재배기술보급, 표
준화 생산추진, 제품안전품질관리 등에 지급하였다. 표준원창건은 규모
화재배, 표준화 생산, 산업화 경영을 대폭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취득
하였다. ① 일련의 표준화 기술모델을 형성하였다. 지역별로 표준원창
건 규범의 요구에 따라 당지 특징에 맞게 부동한 구역, 부동한 작물에
적합한 표준화기술모델을 제정하였고 기술규칙을 발표하였으며 품질관
리제도를 출범하였다. ② 산업화경영을 추진하였다. 각 지역은 표준원
창건 가운데 농민전업합작사를 적극 육성하고 용두기업을 인입하여 조
직화 정도와 산업화 수준을 제고하였다. ③ 다양한 브랜드를 창건하였
다. 표준원창건은 브랜드 육성을 중시하여 제품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④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였다. 표준원창건을 진행하여 제품품질안전에
대한 의식을 진일보로 제고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 농업부는 표준원
출하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샘플검사를 3회 진행하였는데 채소의 합격
률은 각각 99.8%, 100%, 99.9%에 달하였다.

셋째, 토양측정･처방시비를 전면 실시하였다.

일부지역에서 과량 시비하고 맹목적으로 시비하며 비료 이용률이 낮
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는 “증산시비(增产施肥), 경제시비
(经济施肥), 친환경시비(环保施肥)” 이념을 확정하고 증산시비, 친환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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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경제시비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경로와 방법을 적극 모색하였다. 각
급 농업부문은 과학시비 지도서비스를 강화하여 생산과 수요가 연결되
도록 하며 비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시비량을 합리적인 수
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합리적인 투입을 감소하여 생산량과 수익 증가,
비용절감수익증대,

저탄소환경보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다.

토양측

정･처방시비 사업을 적극 조직하여 농업 기술과 농기구가 상호 결합하
고 과학시비 기계를 발전시켜 시비방법을 개진하며 시비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5~2011년 중앙재정의 토양측정･처방시비 사
업에 대한 누계 투입보조금 규모는 57억 위안이고 토양측정･처방시비
기술을 보급응용한 면적은 8,000만 ha에 달하고 혜택을 본 농가는 1.7억
호에 달하였다. 이는 식량 연속 증산, 농가소득 지속 증대와 에너지절
감, 배출감소 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문가가 예측･
분석한 결과 토양측정･처방시비 시범구의 식량, 면화, 유지작물작물의
질소, 인, 칼륨비료의 평균 이용률은 각각 37%, 22%, 46%인 것으로 농
가의 관습적 시비방법 대비 각각 6%, 4%, 1% 제고하였다. 주요 식량작
물은 무당 평균 3% 이상 증산하였고 화학비료 킬로그램당 식량생산량
은 2003년의 19kg에서 현재 23kg로 제고하였다.

넷째, 절수농업의 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다.

장기간 농업부는 절수농업발전을 전략적 조치로 진행하였다. “11･5”
이래 《전국한작절수농업 시범공정건설 계획(全国旱作节水农业示范工程
建设规划)》을 조직 및 편제하였고 《농업부의 절수농업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의견(农业部关于推进节水农业发展的意见)》을 발표하였으며 연속 5
년 전국농경지절수회의를 개최하고 다년간 절수시범과제를 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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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작농업발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적극 모색하고 투입
을 증가시켰으며 시범규모를 확대하여 전면 멀칭, 좌수종(坐水种), 막하
점적관개, 기계심층경작 등 절수농업기술을 집중 보급하여 구역별, 작
물별 절수농업기술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에 한작농업시범구 총 500여 개를 건설하였고 핵심시범구역 면적은
66.7만 ha에 달한다. 현재 멀칭, 막하점적관개, “쇼우바이룽(小白龙)”관
개, 대형분무관개, 가뭄방지 좌수종, 깊게 경종, 습도측정관개, 빗물수
집･관개보충, 농작물짚대 피복보습 등 절수농업기술을 보급･응용한 면
적은 2,666.7만 ha에 달한다. 실험 및 관측에 따르면 막하점적관개기술
은 ha당 물 2,250ℓ, 비료 20~30% 절감 효과를 나타내어 면화의 경우
ha당 3,000위안 이상의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효과를 나타내었고 과채류
는 7,500위안 이상, 식량작물은 1,500위안 이상이다.

다섯째, 지력(地力)제고 성과가 뚜렷하다.

농업부는 토양측정･처방시비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화학비료와 유
기비료 이중자원을 통합 이용하여 유기와 무기 상호 결합을 실현하고
농업의 지속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2006～2011년 중앙재정은
16억 위안을 배정하여 토양의 유기질 제고를 위한 보조 사업에 사용하
였다. 기술보조방식으로 농가가 농작물짚대를 환원하고 녹비재배를 회
복하며 상품유기비료 시비를 증가시키고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업생
태환경을 개선하며 경지품질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011년 말 기준 해
당 과제는 전국 545개 현(농장)으로 확대되어 실행면적은 200만 ha에 달
하였다. 검사결과 농작물짚대를 토양에 환원하는 과제의 구역에서 짚대
를 불태우는 현상이 기본상 단절되었고 환원율은 95% 이상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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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유기질함량은 4% 증가하였고 무당 칼륨비료 사용량 1.5kg를 절감
하였다. 유기비료와 녹비재배를 확대하여 누적 유기자원 232만 톤을 소
화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만 톤을 감소하였다. 생물고체질소 2만
톤을 축적하였는데 이는 12만 톤의 요소비료에 상당하다. 표준석탄 12
만 톤을 절약하였고 이산화탄소 52만 톤 배출을 감소하였다.

여섯째, 전문화 통합퇴치방법이 크게 발전하였다.

농작물 병충해 전문화 통합퇴치는 농업, 농촌사회화 서비스체계의 중
요한 구성부분이다. 또한 농가가 병충해 퇴치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하고 병충해 퇴치효과를 제고하며 농업생산안전과 농산물품질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식인 동시에 식량종합생산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실천에 따르면 전문화 통합퇴치를 추진하면 퇴치작업 효율은
5배 이상 제고할 수 있고 농약사용량이 20% 정도 감소하며 무당 벼와
밀은 각각 50kg, 30kg 이상 손실이 감소될 수 있다. 최근 농업부는 다양
한 조치를 실행하여 전문화 통합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농작
물병충해 전문화퇴치를 추진할 데 대한 의견(关于推进农作物病虫害专业
化防治的意见)》을 발표하고 《농작물병충해 전문화 통합퇴치 관리방법
(农作物病虫害专业化统防统治管理办法)》을 제정하였으며 전문화 통합퇴
치 “백천만행동”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500개 규범화 퇴치서비스조직을
인증하고 전국 통일의 서비스표시를 부착하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
다. 2011년 6월 15일 후난성 창사(长沙)시에서 “전국농작물병충 전문화
통합퇴치” 사업회의를 개최하고 전문화통합퇴치사업의 “정부지지, 시장
운행, 농민자원(自願), 실정부합” 원칙을 견지할 것을 제기하였다. 지지
측면에서는 전문화퇴치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퇴치모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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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전반 도급서비스 발전을 중시하며, 구역배치 측면에서는 중점
작물, 관건구역과 중대병충해를 중요시하고 추진방식에서는 시범인도를
통한 전반적 건설제도(整建制)를 중시한다. 또한 사업조치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전문화통합퇴치를 농업발전방식으로 전환하여 현대농업발전
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식량안보사업의 중점으로 간주하여 양
호한 경험과 효과를 얻도록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공상
부문에 등록한 전업농 통합퇴치조직은 1.5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00
개 증가하였고 연간 통합퇴치를 완성한 면적은 6.5만 무에 달하며 밀,
벼 등 주요 식량작물의 전문화통합퇴치 비중은 15%이상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였다.

2.3. 종자산업의 발전성과
중국은 농업생산용 종자 대국으로 전년 농작물 종자사용량은 1,000만
톤에 달한다. 종자산업은 국가의 전략적, 기초적 핵심 산업이고 농업의
장기적이고 안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근본이
다. 신세기 이래 종자산업의 시장화, 법치화 발전과정은 점차 가속화되
어 계획체제에서 시장체제 전환을 실현하였고 쾌속 발전하여 뚜렷한 효
과를 나타냈다.

첫째, 품종 육종 수준이 제고하였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농작물 종자자원 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는데 현재 종자자원 41만 건을 장기간 보존하고 있고 매년 1.2
만 건 이상을 과학연구육종에 풍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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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통해 품종개량(분)센터 122개를 건설하였고 28개 중점 작물품종
의 육종을 지원하였다. GMO생물신품종 육성의 중대 사업, 농업업종 과
학연구사업과 36종 작물현대산업 기술체계를 가동하여 농작물육종의
이론, 방법, 기술연구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취득하였다. 수퍼벼,
병충저항성면화, 난쟁이밀과 잡교유채 등 품종육종은 국제 선두 혹은
선진수준에 이르렀다. 2002년 이래 중앙정부와 성급정부는 주요농작물
품종 1.4만 개를 심사하여 생산 주도품종을 2~3회 갱신하였다. 정단(郑
单)958, 정마이(郑麦)9023, 중황(中黄)13 등 다수확･우수품질･다저항성
우량품종을 대규모 보급하였고 농업과학기술 기여도에서 우량종이 차
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의 36%에서 43%로 제고하였고 우량종 보급률은
96% 이상에 달하였다. 식물신품종 보호사업은 무에서 유로 발전하여
장원한 발전을 가져왔다. 2011년 말 기준 신품종보호를 위한 신청 9,016
건을 접수하여 3,713건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당해 연도 접수건
수는 세계 2위다.

둘째, 우량종 공급능력이 제고하였다.

“10･5” 이래 정부는 농작물 우량종 번육기지 건설을 점차 확대하였다.
종자공정, 농업종합개발 등 사업을 통해 식량주산구역과 서북, 서남 등
종자제조 우위구역에 우량종번식육종기지 708개를 건설하였다. 상품종
자 생산력은 “10･5” 기간 초의 500만 톤에서 현재 800만 톤으로 제고하
였고 상품종자 공급률은 40%에서 65% 이상으로 제고되었으며 모두 정
밀 선별과 가공을 진행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2012년 잡교
옥수수, 잡교벼, 겨울밀, 면화, 대두, 겨울유채 등 작물의 종자공급량은
각각 17.6억 kg, 3.4억 kg, 40억 kg, 2.16억 kg, 4.3억 kg, 0.18억 kg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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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수급균형을 실현하였으며 종자비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
다. 재해구조를 위한 정부의 비축종자는 매년 5만 톤인데 중앙재정은 이
에 대해 적당한 보조를 지급한다. 후난, 광둥, 저장, 푸잰, 후베이, 허베이
등 성은 성급 종자비축제도를 건립하여 재해저항, 재해감소, 품종조절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종자의 안전공급을 보장하였다.

셋째, 종자기업의 실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하였다.

《종자법(种子法)》을 발표 및 실시함에 따라 시장주체는 다원화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민영, 주식회사들이 쾌속 발전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종자경영허가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7,144개, 이 중 육종･번식･
보급 계열화기업은 2001년의 10여 개에서 2012년 91개로 증가하였고
판매액 누계금액도 15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9개 기업은 성공적으로 주
식시장에 상장하였다. 종자시장의 집중도가 점차 제고하여 상위 10개
기업의 판매액 합계는 89억 위안이고 상위 5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전의 10%에서 30% 이상으로 제고하였다. 육종에 대한 기업의 투
입도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육종･번식･보급

계열화기업의

2011년

R&D 투입이 판매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으로 기업의 육종
혁신 능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2011년 기업이 육종한 국가급 품종은 8
개로 국가급 품종의 34%를 차지한다. 이 중 옥수수와 벼품종의 비중은
각각 60%, 38%인 것으로 2002년 대비 각각 37%, 27% 제고하였다. 신
품종보호신청에서 기업과 개인의 신청건수가 처음으로 연구기관과 대
학을 초과하였다. 현재 중국 종자시장의 가치는 650여 억 위안으로 세
계 2위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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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종자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다.

종자공정사업을 통해 농작물품종실험참(站) 338개, 종자품질검사(분)
센터 180개를 건설하였고 국가급 품종실험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건
립하고 실험조건을 개선하였다. 종자품질검역능력은 10년 전의 38만 건
에서 현재 60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검역작물은 “두개 잡교(两杂)”에서
주요농작물 및 일부 비주요 농작물로 확대하였다. 농업부는 2010년부터
연속 3년간 종자법집행해(种子执法年) 활동을 개최하고 춘계시장검사와
동계기업감독조사를 조직하였으며 범위를 24개 성, 30여 개 작물로 확
대하였다. 옥수수품종에 대한 DNA 지도체계를 건립하였고 옥수수와
벼품종에 대한 실제검측을 진행하였다. 2011년 잡교 벼와 옥수수의 종
자품질 합격률은 각각 95%, 96% 이상인 것으로 모두 10년 전 대비 5～
6% 제고하였다. 농업부와 성급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건립하고 시장감독관리 역량을 지속 확대하여 가짜, 저질 제품을 제조
하고 상표를 침범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최근 2년
이래 종자안건 총 6,800건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허가증서 500개를 면
허취소 하였고 700여 개 문제기업에 대해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하였으
며 불합격기업 1,200개를 청산하였다. 각 지역은 시장감독을 지속적으
로 혁신하여 종자품질추적, 농가별 조사, 신용문서보관업무 건립과 경
영호 서류비치 등 다양한 모델을 형성하였다.
10년 이래 중국의 종자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것은 당중앙, 국무원이
고도로 중시하여 종자산업발전에 대한 일련의 중대배치를 국가전략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급 농업부문이 당중앙 결책배치를 집행하
기 위해 유력한 조치를 진행하여 현대종자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종자산업의 각계각층이 혁신, 발전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민족의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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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진흥하는 역사적 중임을 부담하였다.
① 《종자법》을 전면 추진하였다. 《종자법》은 2000년 12월부터 실행
하였는데 이는 중국 종자산업이 법치화, 규범화 발전단계에 진입함을
상징한다. 2001년 이래 농업부는 《종자법》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 20여
개를 제정 및 발표하였는데 종자자원, 품종육종과 심사결정, 신품종보
호와 종자생산경영, 사용, 관리 등 분야를 포함하였다. 25개 성(구, 시)은
지방법규를 발표하여 《종자법》을 핵심으로 법률법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고 전국통일의 개방･경쟁･유질서의 종자시장을 형성하였다. 10
여년 이래 《주요 농작물품종 심사결정 관리방법(主要农作物品种审定管
理办法)》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와 성급정부는 법에 따라 우량품종 1.4만
개를 심사･결정하였고 법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품종 7,200개를 퇴출시
켰으며 대규모 우량품종을 출시하여 농업생산의 품종수요와 안전을 담
보하였다.

《농작물종자생산

경영허가증

관리방법(农作物种子生产经营

许可证管理方法)》을 실시하여 종자시장이 상호 분할되고 구역폐쇄와 지
방보호가 심각한 국면을 타파하고 종자생산경영주체의 다원화를 촉진
하여 민영, 주식제 종자기업들이 점차 종자시장의 주도력으로 발전하도
록

촉진하였다.

《농작물종자표기관리방법(农作物种子标签管理办法)》과

《농작물종자품질감독관리방법(农作物种子品质监督管理办法)》을

실시하

여 종자의 품질통제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용종자의 품질수준을
제고하였다. 동시에 종자업계 법치의식을 증강하였고 과학연구육종인원
의 적극성이 제고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기업의 생산경영권익이 보장을
받게 되었다. 법에 따른 관리부문의 행정법집행 능력이 지속 제고하였
으며 농가가 자주적으로 품종을 선택하는 권리와 이익이 법적보호를 받
게 되어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상호 적합한 종자산업체계를 점차 건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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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쾌속 발전하였다.
② 종자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종자산업이 계획체제에
서 시장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자생산경영과 관리는 정부와 기업
의 구분, 사업기관과 기업의 구분 등이 혼합된 상황이 심각하였다. 또한
일부 종자기업은 가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위법 생산경영 등 농업을
해치는 안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반면 농업과 종자관리부문의 감독관
리는 무기력하고 또한 지방보호 경향이 심각하여 국부지역시장의 질서
가 혼란하여 전국에서 통일, 개방, 경쟁, 유질서한 종자시장 환경을 형
성하기 어려워 종자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였다. 국무원은 이 문
제를 고도로 중시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체제를 정돈하여 업무기능을 명
확히 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2006년 국무원은 《종자
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의견(关于推
进种子管理体制改革强化市场监管的意见)》을 발표하여 종자관리체계개
혁을 강화하고 종자생산경영과 관리 부문에서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진
행할 데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각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국무
원의 요구를 집행하여 정부주도를 추진하고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감독
지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엄격한 표준에 따라 검수하며 소속 국유종자
기업의 정부와의 관계중단을 추진하며 종자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
화하는 것을 견지하였다. 2007년 기준 말소폐업, 제도개혁재건, 경영기
능이전, 국토자원부문에 교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전국 2,300개 국영
종자기업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연결을 중단하였다. 현재 일부 몇 개 종
자기업이 국영기업인 외에 기타 기업은 모두 주식제민영기업인 것으로
종자산업의 시장화 발전과정을 진일보 가속화하였다. 동시에 종자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모든 성급, 96% 이상 농업 관련 도시, 90% 이상 농업

124

해외농업시리즈 12

관련 현급 지역은 종자관리기구를 건립하고 법에 따라 종자에 대한 행
정허가, 행정관리, 행정처벌 등 각항 관리직책을 실행하였다. 종자관리
인원과 기술 등 체계가 진일보로 개선되어 시장감독능력이 뚜렷하게 제
고하였고 시장주체와 환경을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가 호전되었으며 종
자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③ 현대종자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종자산업은 쾌속 발전
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식량안보 등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
급과 농민소득 지속증대를 위해 유력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전
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종자산업의 과학기
술 혁신능력이 낮고 종자기업의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우량종공
급 보장능력도 낮은 등 문제가 점차 부각되어 현대농업발전의 새로운
형세와 요구에 적응하기 힘들다. 동시에 개혁개방이 진일보로 추진되고
생물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 발전과정도 가속화되
고 있다. 종자산업의 국제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국내외시장이
상호 교차하여 경쟁이 심하다. 다국적 종자회사와 관련 품종이 중국에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확장하여 중국 종자시장에 대한 점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족의 종자산업 발전에 상당한 압력과 잠재위협
을 초래하였다. 당중앙, 국무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도로 중시하여 종자
산업을 국가의 전략･기초적 핵심산업으로 삼고 중국의 현대종자산업발
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1년 국무원은 《현대농작물종자산업
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추진할 데 대한 의견(关于加快推进现代农作物种
业发展的意见)》을 하달하여 현대종자산업의 발전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고 종자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계획지도, 체제혁신,
투입확대, 세금경감, 신용대출 지원, 관리강화 등의 분야에서 일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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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조치를 출범하였고, 자주지식재산권과 중대한 응용전망이 있는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육종･번식･보급의 계열화된
현대종자산업그룹을 형성하여 중국의 현대농작물 종자산업체계를 구축
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정부의 결책배치에 따라 각 관련 부문은 적시
에 관련 지원정책을 출범하였다. 지방 당위원회･정부는 행동을 개시하
여 의견과 부대조치를 제정 및 집행하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형성하였다. 종자산업 핵심기업의 자신감이 증
강하였고 투입을 진일보로 확대하였다. 기업들은 합병, 재건, R&D혁신
을 가속화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실력을 증강하였다. 현대종자산업은 양
호한 첫걸음을 시작하였고 중요한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하였다.

3. 재배업의 안정적 발전 유지
3.1. 식량의 기본적인 자급을 확보
중국은 식량안보를 선두 목표로 삼고 식량의 종합생산력 제고를 핵심
으로 하며, 국가식량안보 중장기계획, 5,000만 톤의 식량증산능력 계획
등 중대전략공정을 중점으로 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18억 무 레
드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진보, 단위당
생산량 제고, 품종구조 개선을 주된 방향으로 하고 강농혜농정책의 강
도를 지속 확대한다. 지방정부가 농업을 중시하고 식량을 틀어쥐도록
인도하고,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식량을 재배하는 적극성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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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재배면적을 16억 무 이상으로 안정시킨다. 식량 연간 생산량을
50,000억 톤 이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점차 증가하고 식량 전반 자급
률을 95%이상으로 보장하며 3대 식량품종 자급률이 100%에 도달하도
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최저수매가격정책, “4보조”정책, 중대
기술보급보조, 식량주산구역 이익보상 등 정책을 견지하고 개선하는 기
초 위에 가뭄･홍수에도 수확을 담보하는 고표준농경지를 대규모 건설하
고 현대종자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식량다수확창건 활동과 병충해전문
화 통합퇴치를 대규모로 진행한다. 농민직업훈련과 신형생산경영주체에
대한 훈련을 적극 진행하고 농기구장비수준을 제고하며 식량종합생산
능력, 위험저항능력과 시장경쟁능력을 전면 제고한다.

3.2. 식용식물유 자급률을 40%로 유지
중점을 중시하고 동시에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유채, 땅콩을 적극 발
전시키고 특색유지작물(참깨, 검정참깨, 해바라기씨 등)을 안정, 발전시
키며, 대두를 회복 발전시키고 유채 등 목본유지작물을 적극 발전시키
며 옥수수유, 미당유 등 농부산물 기름내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한다. 자
원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비교우위구역 배치를 진행하고 적당하게 면적
을 확대하며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단위당 생산량과 품질을 적극 제고한
다.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수준을 제
고하고 과학적인 소비를 인도하는 등 조치를 실행한다. 2015년에 유지
작물생산량 3,500만 톤 이상, 직접 식용하는 부분을 공제한 기름환산 생
산량 830만 톤의 목표를 세운다. 유채, 대두, 면화씨, 옥수수 등 기름내
원을 포함한 총기름내원을 1,200만 톤에 이르게 하고 식용식물유 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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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3.3. 면화･당의 국내소비수요를 만족
면화와 당료생산의 안정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 핵심은 수익을 제고하는 것이고 관건은 비용절감이며 중점은 과학
기술진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 획기적인 품종을 육종한다. GMO
공정 중대 전문항목을 통해 면화종자자원에 대한 혁신을 강화하고 품질
이 좋고 생산량이 높으며 저항성이 강한 면화신품종을 육종함으로써 저
항성(내)황위병(黄萎病), 품질개량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한
다. 현재 도입품종 중 성공적이지만 퇴화가 발생하는 고구마 품종에 대
해 품종정화를 진행하여 해당 품종의 우량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한
다. 현존 종자자원을 발굴･개발하고 현대육종기술을 통해 “다수확･고
당･고저항성” 품종을 육종한다. 둘째, 간편한 재배기술의 시범보급을 확
대한다. 성숙한 면화와 당료의 간편한 재배기술을 실제상황에 맞게 보
급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기계경지정돈, 가지정리간편화, 화학조절, 막
하점적관개 등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수준을 제고한다. 면화의 간편육묘
이식기술과 고구마생산 전반기계화 시범보급을 가속화하고 기술체계를
개선하고 보급모델을 혁신하여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간편재배기술 응
용 면에서 성과를 취득하도록 한다. 셋째, 다수확창건활동을 적극 진행
한다. 다수확, 간편, 고효율면화, 당료생산기술모델을 중점 보급하고 “5
개 100%” 목표임무를 실현하며 조직영도를 강화하고 홍보와 감독지도
를 강화한다. 시범인도역할을 발휘하여 창건활동의 뚜렷한 성과를 담보
하며 면화･당 생산의 우수품질･다수확･고효율의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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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넷째, 전업합작조직을 적극 육성한다. 천만호의 소규모 분산된 면
화농가, 당료농가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규모경영을 진행하고 규모에
따른 효과증대를 실현한다. 정부의 정책을 적극 쟁취하고 면화, 당료 전
업합작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기술력, 능력,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을 인도하여 전업합작조직을 설립하도록 하여 전형모델을 수
립하고 적극 홍보하여 경험을 보급하도록 한다.

3.4. 원예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채소생산발전방식은 규모 확장에서 단위당 생산량 제고, 품질효과 제
고로 전환하여 채소생산의 안정발전을 촉진한다. 대중도시 근교구역의
“채소단지” 공급능력을 제고하고 화남과 장강중하류 겨울과 봄 채소구
역, 황토고원과 운귀고원의 여름과 가을 채소구역, 황회해와 환발해의
시설채소구역에 대한 건설을 가속화하며, 하이난과 광시 등 남방채소
북방운송 기지에 대한 건설을 중점 강화하고 채소수급의 양적 균형과
계절, 구역, 품종별 공급균형을 보장한다.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육종･번
식･보급의 계열화된 채소종자 용두기업과 농민전업합작사를 적극 지원
하며 집약화 육묘시설, 농경지기초시설, 온실하우스시설과 콜드체인시
설건설을 강화한다. 과원･과일생산의 안정발전을 촉진하고 재배면적을
1,133.3만 ha, 총생산량은 1.5억 톤으로 유지한다. 원예작물의 간편재배,
우수품질･고산･고효율 재배, 수확 후 상품화 처리, 저장운송 신선도유
지 등 관건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규모화 재배, 표준화 생산, 상품화 처
리, 브랜드화 판매,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며 표준원의 품질안전추적구
조를 건립 및 개선하며 농산물의 품질수준, 생산조직화수준과 산업화경

중국 농촌경제발전 10년(2002∼2012)의 성과

129

영수준을 제고한다. 서부, 북부지역의 비경지를 이용하여 시설원예작물
생산을 적극 추진한다.

3.5. 농작물종자의 효과적인 공급을 확보
5,000만 톤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식량생산능력계획, 종자공정, 농업
종합개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서북, 서남, 하이난의 국가급 비교우
위 종자제조기지와 중점지역 종자생산기지건설을 가속화한다. 종자생산
가공의 기초시설조건을 개선하고 종자품질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
하며 규모화, 표준화, 기계화와 집약화수준을 제고한다. 동시에 종자제
조주산구역에서 종자생산보험을 실시하고 종자제조대현(縣)에 대한 장
려정책을 실시하며 우량종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식량･면
화･기름･당 생산대현의 품종도입 시범장 건설을 추진하고 점차 전국 범
위에서 대중 농작물품종실험전시와 시범보급체계를 건립하여 우량신품
종 보급을 가속화한다. 종자시장의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해구
조 종자비축제도를 진일보로 개선하며 국가급과 성급을 중심으로 하는
종자비축체계를 건립한다. 비축품종구조와 배치를 개선하고 비축책임과
보조제도를 실행하며 농업재해구조용 종자수요를 만족하고 종자시장의
과잉, 부족에 대한 조절과 안정운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종자시장에 대
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감독과 샘플조사력을 강화하며 가
짜 종자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강력
한 제재방식을 유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품종의 퇴출과 불합격종자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행하여 농업생산용종자의 효과적인 공급과 품질안
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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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목축업과 수의(獸醫)사업의 번영･발전

당16대 이후의 10년간은 목축업이 파동을 극복하고 종합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한 10년이고 축산, 가금 사육방식이 자원제한을 극복하
고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실현한 10년이며, 사료공업과 현대 유업이 크
게 발전한 10년이고 수의사업이 고속으로 발전한 10년이다. 또한 초원･
목축업 지역의 생산과 생태의 협조적인 발전 구조가 중대한 변화를 이
룬 10년이다. 현재 중국의 육류, 알류, 공업사료 생산량은 세계에서 1위
이고 일인당 축산물 점유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자
원조건하에서 주요 축산물의 기본적인 자급을 이루었다. 이는 역병이
복잡다단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축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도농
주민의 식생활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도농 주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공헌
하였다.

1. 목축업의 종합생산능력 증강
1.1. 육류, 알류, 유제품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첫째, 주요 축산물이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중국의 2011년 육류생산량은 7,957.8만 톤, 가금알 생산량은 2,811.4
만 톤, 유제품 생산량은 3,810.7만 톤으로 이는 2002년에 비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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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4.1%, 172.1% 증가하였다. 이 중 육류와 알류 생산량은 세계에
서 1위를 온건하게 유지하였고 유제품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특색
축산물도 번영･발전하였는데 2011년의 토끼고기, 캐시미어, 벌꿀의 생
산량은 2002년에 비하여 각각 72.6%, 52.9%, 62.7% 증가하였다. 축산물
생산량의 안정적인 증가는 시장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둘째, 축산물의 일인당 점유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2011년 육류, 알류, 유제품의 일인당 점유량은 각각 59.1kg,
20.9kg, 28.3kg으로 이는 2002년에 비하여 각각 10.5kg, 3.2kg, 17.4kg 증
가하였다. 현재 중국의 일인당 알류 소비량은 이미 선진국의 수준에 이
르렀고 육류 소비량은 중등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2011년
일인당 식량 식용소비량은 124.6kg으로 2002년에 비하여 46.5kg 감소하
였고 같은 기간 일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7.3kg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
의 영양수준 개선과 신체소질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축산물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육류, 알류, 유제품의 생산량 구조에서 육류와 알류의 비중이 각각
2002년의 63.0%, 22.9%에서 2011년의 54.6%, 19.3%로 감소하였고 유제
품의 비중은 2002년의 14.1%에서 2011년의 26.1%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육류 중 쇠고기･양고기와 가금육의 비중이 각각 12.9%, 18.9%에
서 13.1%, 21.5%로 증가하였고 돼지고기의 비중은 66.1%에서 63.5%로
감소하였다. 축산물의 구조가 개선되고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도농 주민
의 식생활구조의 다양화 수요를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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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목축업의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2011년 목축업 생산총액은 25,770.7억 위안으로 이것이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의 30.9%에서 2011년의 31.7%로
증가하였다. 목축업이 발달한 성(省)에서는 목축업 생산액이 농업 총생
산액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농민 소득 증대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고
일부 목축지역 성 목축민의 일인당 순소득의 75% 이상이 목축업에서
얻어진다. 목축업은 이미 중국의 농업과 농촌경제에서 지주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현대농업건설의 선도 산업이 되었다.

다섯째, 축산물의 수출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2011년 축산물 무역총액은 193.9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하여
225.8% 증가하였다. 수출제품은 생돈, 가금, 소의 제품, 동물의 털, 가금
캐시미어, 벌 제품 등으로 다양하다. 수입제품은 축산종자, 양털 등에서
거의 모든 품목으로 발전하였다. 이 중 육류와 유제품의 수입액이 전체
의 50% 정도를 차지하였다. 수출입의 증가는 목축업의 자원배치 개선
과 목축업 생산수준 제고에 적극적인 촉진 역할을 하였다.

1.2. 규모화, 표준화 산업화, 지역화가 가속 발전
첫째, 축산업의 표준화 규모사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 농업부는 축산업의 표준화 규모사육을 현대목축업 건설의 중심
으로 하여 힘써 추진하였다. 첫째, 현장회의, 정책 출범, 매체 홍보를 통
해 규모사육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2009년 이래 연속 3년간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전형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광범한 교류를 전개하면서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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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 규모사육 추진을 지도하였다. 《축산업의 표준화 규모사육을
가속 추진할 데 관한 농업부의 의견》을 출범함으로써 ‘축산의 우량종자
화, 사육의 시설화, 생산의 규모화, 방역의 제도화, 분뇨와 오수 처리의
무공해화, 관리감독의 상시화’의 사업 목표를 확립하였다. 중앙TV, 인민
일보 등 주류 매체에서 홍보하여 지방의 표준화 규모사육의 발전을 유도
하였다. 둘째, 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7년 이래 중앙 계획 내
투자는 생돈과 젖소 규모사육장(단지)의 기초시설건설에 각각 125억 위
안, 17억 위안을 배분하였고 누계 5만 여 농가의 사육장에 지원하였다.
중앙재정은 16억 위안을 배분하여 ‘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방식
으로 생돈, 육우, 육양, 산란계, 육계의 표준화 규모사육장 건설을 지원하
였다. 셋째, 시범창설행동을 전개하였다. 농업부는 2010년부터 축산 사
육 표준화 시범창설행동을 가동하고 생돈, 젖소, 육우, 육양, 산란계, 육
계에 대한 일련의 시범창설 평가검사표준을 제정하였다. 2011년까지
2,109개의 국가급 표준화 시범장을 창설하고 이 중에서 149개를 선정하
여 《백개 축산 사육 표준화 시범장》을 출판하여 각 지역의 표준화 생산
을 지도하였다. 넷째, 발전 중의 문제점 해결을 추진하였다. 표준화 규모
사육의 ‘용지 어려움, 대출 어려움’ 등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 부분
과 연합하여 《규모화 축산 사육의 관련 용지정책 촉진에 대한 통지》와
《시설농업용지 관리의 관련 문제 개선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축산
규모사육의 용지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2012년에 중국농업은행과 《목축
업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틀 협의》를 체결하고 ‘12･5’ 기간
에 목축업에 500억 위안의 의향성 은행여신한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1년에 연간 생돈 500마리 이상, 산란계 500마리 이상 출하하고 젖
소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규모화 사육장 비중이 각각 37%, 8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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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는 2002년에 비해 각각 27%, 27%, 21% 포인트 증가하였다.

둘째, 표준화체계 건설을 크게 추진하였다.

유효한 현행 목축업 표준은 719개로 이 중 국가표준이 346개, 업계표
준이 373개이다. 이러한 표준은 품종 자원, 영양수요, 사육관리, 축산물
의 품질과 안전, 축산물 가공 등 목축업의 각 단계를 기본적으로 커버하
였다. 사료공업의 표준은 520개로 이 중 국가표준이 264개, 업계표준이
256개이다. 이들은 사료제품의 안전위생, 품질안전의 검사방법 등과 연
계된다. 표준체계를 건설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부가 표준화 사육시
범의 보급을 빠르게 추진하고 축산물 생산인증을 전개하였다.
2011년 연말까지 중국에서 무공해인증을 획득한 목축기업(개인, 협
회)이 9,474개, 무공해 축산물 산지가 11,370개이고 전체 사육규모는
42.7억 마리이다. 인증 축산물 품목은 55개이고 생산량은 2,216만 톤으
로 축산물의 우수품질 비율이 진일보로 제고되었다.

셋째, 목축업 생산지역화 정도가 가속화되었다.

농업부는 생돈, 육우, 육양, 젖소 비교우위지역 발전규획을 잇따라 제
정하고 점차 창쟝류역, 중원과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돈 산업지
대, 중원과 동북지역을 위주로 하는 육우 산업지대, 중원, 서북지역의
목축지역, 서남지역, 네이멍구 중동부, 허베이성 북부를 위주로 하는 육
양 산업지대, 동부지역의 성을 위주로 하는 가금육 산업지대, 산둥성,허
베이성, 허난성 등 주원지역 성을 위주로 하는 알류 산업지대, 동부지
역, 화북지역, 베이징-텐진-상하이 등의 도시근교를 위주로 하는 유제
품 산업지대 등을 점차 형성하였다. 이러한 비교우위 지역 혹은 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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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육양, 우유의 2011년 출하량(생산량)은 각각 중국 전체의 92.1%,
92.6%, 87.4%를 차지하였고 이는 2002년에 비하여 각각 0.7%, 1.7%,
7.9% 포인트 제고되었다.

넷째, 목축업의 산업화가 번영･발전하였다.

목축업은 농업의 각 산업에서 산업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 되었
다. 목축업의 2011년 산업화 조직 수는 12만여 개로 중국 전체 농업 산
업화 조직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150억 마리의 사육규모를 커버
하였다. 목축업 산업화 조직 중 국가급 목축업 용두기업이 355개로 이
는 1,253개의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의 28.3%를 차지하였다. 전업합작사
와 협회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농민의 조직화 정도를 한층 더 제고하였
다. 현재 목축업과 관련된 합작사와 협회의 조직 수는 중국 전체의 3분
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각 지역은 각종 ‘생산기지’, ‘합작사육’, ‘주문농업’
등 방식의 발전을 통하여 용두기업과 농민 이익의 연결구조를 느슨한
상태에서 밀착형으로 전환하게 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고 위험을 공동으
로 부담하는 이익공동체 형식을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원씨(溫氏) 모
델’ 등 사육농가가 선호하고 산업화 연계가 긴밀하며 발전전망이 광활
한 많은 조직경영 모델이 출현하였다.

1.3. 축산 우량종 번식체계 점차 발전
첫째, 우량종 번식체계를 점차 개선하였다.

각급 목축업･수의 부문은 ‘종자 보호의 기초를 다지고 육종 수준을
제고하며 종자 공급의 질을 제고하고 종자 도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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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침에 따라 목축업 우량종 건설사업, 농업종합개발의 지방우수품질
축산품종 개발사업을 통하여 목축업 우량종 보조정책을 실시하였다. 축
산품종 품질 검사, 모니터링을 전개함으로써 종자농장과 자원농장을 핵
심으로 하고 번식확대농장과 개량참(站)을 주체로 하며 축산종자 품질
검사센터를 보장으로 하는 축산 우량종 번식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
였다. 축산 우량종 공정에 누계 23.7억 위안을 투입하여 우량종자농장을
1,400개 이상 건설하였다. 중국 전체의 2011년 축산 종자농장 수는 1.5
만여 개로 2002년에 비하여 1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축산 종자농장의
우량종자 공급능력이 배로 제고되고 품질수준도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축산 유전자원 보호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신품종 육성 능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어 중국 목축업의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발전에 종자자원을
보장하였다.

둘째, 축산의 품종개량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축산 품종개량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축산 종자산업 발전의 핵심이고
중국 축산 품종개량사업의 기본적인 경로이다. 농업부는 2008년부터 젖
소, 생돈, 육우의 유전자개량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육양과 산란
계 유전자개량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품종개량을 전면적으로 추진
하였다. 2011년까지 37개의 핵심 육종농장를 주체로 하는 국가 생돈연
합육종구조를 형성하였고 모돈 6.4만 마리를 보유하였다. 또한 종자 수
소 참(站) 37개, 젖소 생산성능측정(DHI)센터 22개를 건설하였고 젖소농
장 1,054개와 holstein소 43.3만 두가 측정에 참여하였다. 품종 개량을 통
해 주요 축산 품종의 생산성능이 점차 제고하였고 축산물의 증산에 우
량종의 기여율이 40%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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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목축 우량종 보조사업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5년에 정부에서 젖소 우량종 보조사업을 시작한 이래 축산 우량
종 보조는 생돈, 육우, 모우, 면양･산양으로 확대되었고 보조자금은 최
초의 1,500만 위안에서 2011년의 11.9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누계
투입 자금은 54억여 위안에 달하였다. 보조범위는 10여 개 시범 현에서
600여 개 현으로 확대되었고 젖소는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사업관
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하고 기술과 관리 교
육을 강화하며 사업운영절차를 규범화하였으며 사업자금을 엄격히 관
리하였다. 감독, 지도, 검사에 치중하고 사업의 효과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의 질서 있는 전개와 농가의 수혜 확보에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였
다. 사업 전개와 연동하여 《종자 수퇘지참(站) 건설의 기술규범》, 《생돈
우량종 보조 사업관리지침》 등 운영규정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전개는 많은 사육농가의 품종 개량 참여에 있어 적극성을 불러
일으켰는데 연간 수혜농가는 600만 호를 초과하였고 누계 젖소 4,200만
두(차)와 돼지 1.3억 차를 개량하였다. 사업은 가축의 생산수준을 제고
시켰는데 어른 암소의 평균 생산수준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우량종
상품 돼지 10억 마리를 생산하였다.

넷째, 축산의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고 과학적으로 이용하였다.

축산의 유전자원 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는 일련의 과학
적이고 규범화된 관리제도 건립, 축산 유전자원 보호사업 실시, 국가축
산유전자원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를 통해 축산 유전자원 보호사업을 강
화하였다. 첫째, 제2차 전국 축산 유전자원조사를 완성하였다. 2004년에
농업부는 축산 유전자원조사 시범사업을 가동하고 2006년에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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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개하였으며 5년에 걸쳐 전국의 축산자원조사를 완성하였다. 이 조
사를 통해 30년 가까운 기간의 축산자원 변화를 파악하였고 901개의 축
산품종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지방 품종이 554개였다. 자원조사에 기초
하여 《중국축산유전자자원지》 7권을 편찬하였는데 이 중 《꿀벌지》와
《특종 축산지》는 처음으로 출판한 것이다. 둘째, 축산 유전자원 보호체
계를 구축하였다. 농업부는 2008년 이래 국가급 축산 종자보호농장 109
개, 보호구역 22개, 유전자 은행 6개를 정하고 종자보호농장과 보호구역
을 위주로 하며 유전자 은행을 보조로 하는 축산 유전자원보체계를 초
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오지산 돼지, 단조계 등 단종의 위기에
처한 축산 품종을 만회하였고 대량의 진귀한 육종 소재를 보존하였다.
셋째, 개발과 이용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지방 품종을 기본 소재로
90개 신품종(계통)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였고 우수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였다. 부분적인 축산자원이 산업적으로 개발, 이용되어 일정한
정도에서 국외 품종의 의존도를 만회하였다. 이 중 황색 깃털 육계의 육
종에서 단소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여 부모 종계에서 사료 15~
20%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4. 목축업 생산의 과학기술 수준이 눈에 띄게 상승
목축업의 과학기술진보를 진일보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연구와 기술보
급 역량의 발전으로 중대한 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연이어 나타나고 과학
기술 성과와 실용기술이 광범하게 보급됨에 따라 중국의 목축업 종합생
산능력 제고에 지대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목축업에 대한 2011년의 과학
기술 기여율은 55%로 2002년의 48%에 비하여 7% 포인트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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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목축업의 과학기술연구와 기술보급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목축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 것은 목축업의 과학기술연구 및
기술보급 역량과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 전체에 지역 시급(지역 시급
포함) 이상의 목축업 관련 독립연구기구가 112개로 농업연구기구 전체
의 10.1%를 차지하고 과학기술활동 종사자 수는 6,726명으로 이 중 고
급직책이 1,711명, 중급직책이 2,115명, 초급직책이 1,720명이다. 고급직
책 인원 수는 1987년에 비하여 182.3% 증가하였다. 각급 정부는 목축
업, 수의, 초원 3대 영역을 커버하는 기술보급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중앙
에서 지방에 이르는 비교적 완전한 기술보급체계를 점차 형성하였다.
2011년 연말 현재 현급 이상 목축기술보급기구가 7,161개, 직원수는 9
만 2,046명이다. 이 중 목축업보급참(站)이 3,848개, 직원수는 6만 1,536
명, 가축번식개량참이 1,146개, 직원 수는 1만 1,224명, 사료감사소가
901개, 직원 수는 7,836명, 초원업무참이 1,266개, 직원 수는 1만 1,450
명이다. 이 외에 향진급 목축업 기술보급서비스기구도 전면적으로 설치
되었는데 향진 목축수의참이 3만 3,027개, 직원수가 15만 487명이다.

둘째, 목축업의 중대 과학기술성과가 연이어 나타났다.

정부는 과학기술버팀목계획, 863계획, 973계획, 농업계 과학기술연구
사업 등 과학기술사업을 통해 생산영역의 기초연구와 응용기술의 통합
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목축업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하였다. 정부는
2007년부터 현대농업 산업기술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생
돈 등 11개 목축업 산업기술체계를 설립하였다. 중앙재정은 해마다 3.2
억 위안의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목축업 발전과정에서의 중대
한 관건적인 기술문제에 대해 전국 각급 과학기술기관, 교육기관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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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역량을 동원하여 축산물과 목초 품종의 선별 육성, 사료 생산과
안전, 주요 축산물의 영향과 사육관리, 제품표준과 검사방법, 초원 건설
과 생태보호 등 측면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일련의 중대한 혁신성과를
이루었다. 목축업 분야는 성, 부처급 이상 과학기술성과상 852개를 획득
하였는데 이 중 국가급이 36개, 부처급이 181개, 성급이 635개였다. 중
국 시먼타얼(西门塔尔)소, 신제(新吉)잔털양, ‘위룽(渝荣)I호’ 돼지계열,
‘징훙(京红)I호’와 ‘징펀(京粉)I호’ 산란계계열, 징싱(京星)황계100과 102
계열 등 많은 축산 신제품(계열)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였고 중국 시먼타
얼(西门塔尔)소, 루눙(鲁农)I호 돼지계열, 다퉁(大通)모우의 육성은 국가
과학기술진보 2등상을 받았으며 샤난(夏南)소의 육성은 중국 육우 전문
품종 영역의 공백을 메웠다. 국산 산란계품종의 공급 능력은 국내 종계
시장 수요량의 50% 이상을 보장하였다. 인공수정, 배아이식, 클론 등 여
러 항목의 번식기술에서 진전을 가져왔다. 사료식산(植酸)효소, 혹위(瘤
胃)미생물 요소분해효소 억제제 등 신형의 사료첨가제 생산응용기술 및
단백질 사료자원의 이용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주요 축산품종
의 영양 파라미터를 확정하고 축산 사료배합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일
련의 주요 축산의 건강 사육 기술과 표준화 사육기술 규칙을 개발하였
다. 북부지역의 초원과 초지축산에 대한 균형적이고 동태적인 모니터능
력을 강화하였고 초지 병충해, 쥐피해 종합방지기술수준을 제고하였다.

셋째, 목축업 과학기술성과의 광범한 이용은 생산기술수준을 눈에 띄게
제고시켰다.

‘도약계획’, ‘풍수계획’, ‘과학기술의 농가 진입’ 등 보급사업을 통해 각
종 목축업 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적용기술의 보급을 유력하게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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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축산 사육업의 지능화 사육 시설･설비의 보급과 배합사료보급이
확대되었고 사료의 전환율이 빠르게 제고되었으며 생산효율이 크게 제
고되었다. 생산주기가 진일보로 단축되었고 주요 축산 생산능력이 눈에
띄게 제고되었다. 관련기술을 이용하여 분뇨･오수 종합처리와 자원화
이용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젖소의 평균 생산수준은 2002년의 3,151kg
에서 2011년의 5,400kg으로 제고되었고 생돈의 출하율은 2002년의
129%에서 2011년의 142.4%로 제고되었으며 상품 돼지의 출하일령이
5~10일 앞당겨졌다. 생돈과 가금의 배합사료 사용률이 각각 50%, 60%
이상에 이르렀고 사료전환율이 15~20% 제고되었다. 축사의 환경지능
화 통제, 물과 사료의 자동공급 시스템 등 현대화 시설･설비가 광범하
게 응용되고 있고 육양, 육계 사육의 노동생산율이 2002년에 비하여 1.5
배 이상 제고되었다. 대중형 메탄가스공정 등 분뇨 처리 및 이용 조치가
빠르게 실시되었고 농업과 목축업을 결합한 순환발전이념이 폭 넓게 인
정을 받았다. 목축업 과학기술의 진보는 축산물의 생산량, 품질, 자원이
용 효율, 노동생산율의 제고를 추진하였고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크
게 감소시켰다.

2. 사료공업의 번영 발전
2.1. 생산량이 세계 제일로 발돋움
중국의 2011년 공업사료 생산량은 1만 8,100만 톤으로 2002년의 2.2
배에 달하였고 연평균 9%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전체 상품사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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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24.6%를 차지하였다. 사료공업의 총생산액은 6,348억 위안으로
2002년의 3.3배에 달하였고 연평균 14.3% 증가하였다. 사료생산량은
2005년에 최초로 1억 톤을 넘겼고 이후 해마다 천만 톤 규모로 증가하
여 2010년에는 1만 6,200만 톤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미국을 초월하
여 세계 제일 사료생산국으로 되었다.
사료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사료제품구조에서
도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02년의 공업사료 중 배합사료, 농축사
료, 첨가제 혼합사료의 비중이 각각 75.0%, 21.2%, 3.8%였는데 표준화
규모사육의 추진과 분산농가의 퇴출로 배합사료가 점차 전통 농가사료
를 대체하게 됨으로써 2011년의 배합사료 비중은 82.6%로 제고되고 농
축사료의 비중이 14.1%로 감소하였다. 사료공업의 빠른 발전과 구조의
조정은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필요조건을 제공하였고 견
실한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

2.2. 제품 품질이 안정적으로 제고
사료의 품질안전은 축산제품의 품질안전과 식품안전의 기초적인 보
장이고 중요한 관문이다. 각급 목축사료관리부문은 품질안전의 보장을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제와 보장으로 삼고 효과적인 조치로 경보,
모니터링, 법집행업무를 강화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3년
이래 공업사료제품 합격률이 줄곧 90% 이상을 유지하였고 2011년에는
95.5%에 이르러 2002년에 비하여 7.3% 포인트 제고되었다. 사료와 사
육 단계에서 클렌부테롤 등 금지첨가물의 검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2년의 3.92%에서 2011년의 0.08%로 감소하였다. 안전한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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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료제품은 이미 시장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사료에 클렌부테롤을 첨가하여 위해를 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농업부
는 2002년부터 클렌부테롤을 전국의 사료 품질안전 모니터링계획에 포
함시키고 사료 생산경영기업과 사육 농장과 농가를 중심으로 10년 연속
전문 관리행동을 전개하여 클렌부테롤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위법행위
를 엄격하게 다스렸다. 위험 모니터링과 전문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
여 2005년 이래 상품사료 중의 클렌부테롤 수치 검출이 제로를 유지하였
다. 허난성에서 2011년에 클렌부테롤 사건이 발생한 후 국무원 식품안전
위원회 판공실은 농업부, 공안부, 위생부, 상무부 등 8개 부처를 동원하
여 1년 동안 클렌부테롤 전문관리를 전개하여 클렌부테롤을 생산하고 판
매하는 소굴을 제거하고 불법으로 클렌부테롤을 사용하는 행위를 다스
려 사료 품질안전의 관념을 업계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2.3. 업계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강화
2011년 현재 연간 생산량이 10만 톤 이상의 사료기업 수가 360개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2년의 6배로 연평균 33개 기업이 늘어났다. 이 중
연간 생산량이 50만 톤 이상인 대형 사료그룹이 33개로 이들의 생산량
은 전국 전체 생산량의 43%를 차지하였다. 새희망리우허(六和)그룹의
연간 생산량이 최초로 1,000만 톤을 넘었고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많은 사료기업들이 관리와 개척을 강화하고 자금, 기술, 시장, 인재의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사료가공, 축산 사육, 도축가공을 계열화한 산
업화의 길을 개척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풍부한 관리경험과
자본을 쌓아 종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진출에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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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마련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0개 사료기업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일부 사료기업이 국내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눈을 세계 신흥시장으로 돌려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고 국제시장
을 개발하였다.

2.4. 사료첨가제공업이 많이 발전
중국의 사료첨가제공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품목과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국면을 완전히 돌려세웠고 많은 제품이
국제시장에 진출하였다.

중국의 2011년 각종 사료첨가제 생산량이

629.0만 톤으로 2002년의 118배에 달하였다. 중국은 아미노산, 비타민
류의 사료첨가제를 모두 국산화하였는데 이 중 리신, 비타민류의 사료
첨가제는 국제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각각 71.6만 톤, 72.2만
톤에 달하였다. 리신의 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43.4%, 비타민류(염화콜린
포함)의 수출량은 총생산량의 46.4%를 차지하였다.

2.5. 사료기계 공업이 국제 선진수준
중국의 2011년 사료기계 공업 생산액이 49억 위안에 이르렀다. 또한
기술수준이 높고 경쟁 우세가 강한 대형 기업그룹들이 탄생하였고 몇
십 개 계열, 200여 종의 사료 기계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
였다. 기술수준이 국제 선진수준에 이르러 국산 사료기계가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지역에 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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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료 자원개발 성과가 큼
사료자원은 사료공업발전의 물질적인 기초이다. 최근 사료수요의 증
가에 따라 사료원료의 공급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비하여 자체 발굴을 통하여 각종 사료원료자원의 개발 이용률을 끊임
없이 제고하였고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사료기업은
배합기술 조절, 식품가공 부산물 개발･이용, 소맥 이용량 증가, 저단백
배합 등 방식으로 사료자원 내원을 확대하였다. 현재 단백질 원료 외의
대부분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료공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중국
의 2011년 대두박, 면화박, 어분의 생산량이 각각 4,050.1만 톤, 550만
톤, 59.5만 톤으로 이는 각각 2002년의 2.6배, 1.4배, 1.2배이다.
중국은 비정규적인 사료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2002년 이래
중앙재정은 누계 6.5억 위안의 전문자금을 투입하여 농작물 대의 사료
이용사업을 실시하고 농작물 청대의 저장, 발효를 위한 기초시설 건설
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750여만 ㎥의 저장, 발효 장소를 건설하였다.
사육농가가 연간 간단한 절단, 압축 처리 후 직접 먹이는 양이 1.2억 톤
이고 반추동물 사육에 사용되는 농작물 대의 총량은 연간 2.33억 톤이
다. 비정규적인 사료의 개발과 이용은 대량의 식량을 절약하였고 소, 양
등 반추동물사료의 공급을 보장하였으며 식량절약형 목축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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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유업의 기초 확립
3.1. 유업의 생산규모가 빠르게 확대
첫째, 유업은 농산물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이다.

중국은 유업의 빠른 발전을 통해 우유부족국가에서 세계 3대 우유 생
산국으로 도약하였고 유업은 목축업에서 활력과 잠재력이 가장 큰 산업
이 되었다. 중국의 2011년 젖소 사육 두수는 1,440.2만 두로 2002년에
비하여 1.1배 증가하였다. 유제품 생산량은 3,810.7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하여 1.7배 증가하였고 이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5.4%를 차지하였으
며 2002년에 비하여 3%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 중 우유 생산량은 3,656
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하여 1.8배 증가하였다. 산양유, 물소유 등 지방
특색의 유업도 빠르게 일어섰는데 2011년 산양은 500만 두에 이르렀고
산양유 생산량은 120만 톤에 달하였으며 물소는 43만 두에 이르렀고 물
소유 생산량은 10만 톤에 달하였다.

둘째, 유제품 가공공업이 번영･발전하였다.

유제품가공은 식품공업에서 발전이 가장 빠른 산업으로 되었다. 유제
품은 사치품에서 생활 필수품으로 ‘화려한 변신’을 가져왔다. 중국의
2011년 유제품 생산량은 2,387.5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하여 4.3배 증가
하였는데 이 중 액체 유의 생산량이 2,060.8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하여
4.8배 증가하였고 건조 유제품의 생산량은 326.7만 톤으로 2002년에 비
하여 2.5배 증가하였다. 중국 전체 유제품 기업의 판매액은 2,315억 위
안으로 2002년에 비하여 5.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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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민의 식생활 영양구조가 개선되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2011년 육류･알류･유제품 소비구조는 2.1:0.7:1로
2002년의 4.5:1.6:1에 비하여 보다 합리하게 개선되었다. 일인당 유제품
단백질 일일 섭취량이 2.3g으로 2002년에 비하여 1.4g 증가하였고 칼슘
섭취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많은 도시와 농촌 주민 특히 아동, 임산부,
노인의 식생활 영양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중국의 신세대의 평균
키도 큰 폭으로 제고하였으며 ‘우유 한잔으로 민족을 강대하게 한다’는
꿈을 점차 실현해가고 있다.

3.2. 현대유업 산업체계를 점차 구축
첫째, 농민의 조직화 정도가 계속적으로 제고되고 기업과의 연결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국 유업의 계열화 정도가 큰 폭으로 제고되었고 유업 합작조직의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현재 전국에 8,500개의 전업생산합작사
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합작사의 분포가 넓고 전문화 정도가 높아 이미
유업발전의 중요한 추진 역량으로 되었다. 베이징지역의 젖소 사육 두
수는 15만 두이고 이 중 합작사의 사육 두수가 13만 두로 86.7%를 차지
하여 이미 우유 공급의 주체가 되었다. 네이멍구는 ‘우유연합사’ 모델을
만들어 기업이 기술, 관리, 현대화시설･설비와 자금을 제공하고 젖소농
가가 보유하고 있는 젖소로 주주가 되도록 하여 규모화, 집약화, 표준화
사육을 진행하며 젖소농가는 보유한 주식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하였
다. 젖소농가의 조직화 정도의 제고는 유제품기업과의 협상력을 강화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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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용두기업의 견인력이 강화되고 이익연결구조가 갈수록 개선되었다.

유제품기업의 건설은 중국 유업 산업화의 관건이다. 2011년 말 현재
중국의 유제품 가공기업의 수는 716개이고 230만 젖소농가를 이끌고
있다. 유제품기업과 대부분의 젖소농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선유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기업의 우유기지 건설이 가속화되었는
데 2011년 전국의 주요 유제품기업은 자체적으로 300여 개 목장을 조성
하였고 이는 2008년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각 지역은 산
업체인의 이익분배가 더욱 합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모색
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신선유의 정부지도 수매가격을 정하여 우유가
격의 합리적인 이익분배 구간을 보장하였다. 상하이시는 신선유에 대한
제3자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신선유의 수매가격 기록, 품질 관리감독, 분
쟁 중재 등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회피하고 쌍방의 이익을 보
호하였다. 유제품기업과 젖소농가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사육장을 자
체건설, 수매, 주식참여하며, 정부가 정부지도가격을 정하여 제3자 검사
방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업의 생산, 가공, 판매의 계열화 정도
가 눈에 띄게 제고되고 기업과 젖소농가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구조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셋째, 현대적인 물질적 장비가 개선되고 과학적인 사육수준이 큭 폭으로
제고되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젖소 표준화 규모 사육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
는데 중앙은 누계 17억 위안으로 투자하여 2,474개 사유장(단지)를 개
조, 확대하였다. 물, 전기, 분뇨처리, 방역, 착유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조
함으로써 전국의 젖소 사육의 물질적 장비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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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각 지역에 많은 현대화 대형 목장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의 기초시설,
방역조건, 착유설비와 관리시스템은 세계의 선진수준에 이르렀다. 젖소
농가의 사육수준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이래 농업부는
젖소 ‘금열쇄’ 공정, 젖소농가 교육 계획, 젖소농가에 대한 기술지도공정
등 사업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수천 차례의 교육활동을 진행하였고
젖소의 번식, 일당 사료 통제설비, 위생방역 등 사육기술 교육을 중점적
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자료 30여만 책을 배포하였고 20여만 인차
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젖소농가의 과학적인 사육수준과 품질안전 의
식을 크게 제고시켰다.

3.3. 현대유업 관리감독체계가 빠르게 개선
2008년의 영유아 분유사건 발생 후 국무원은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신선유의 생산, 수매, 운송, 가공, 판매 등 단계에
대한 일련의 품질안전제도를 수립하며 유업 산업체인의 전체 과정에 대
한 관리를 실현하였다. 농업부가 유업관리판공실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현대유업 관리감독체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신선유의 품질안전수준이
큰 폭으로 제고되었다.
농업부가 우유참(站)에 대한 정리정돈과 신선유 위법 첨가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전개하여 신선유의 수매, 운송 시장의 질서가 눈에 띄
게 규범화되었고 우유참(站) 표준화 관리수준이 크게 제고되었다. 2011
년 현재 전국에 1.3만 개 우유참이 있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하여 6,890
개 감소한 것이고 감소 폭은 34%에 달한다. 기계화 착유 수매참(站) 수
가 1만 1,974개로 기계화 착유 비율이 87%에 이르는데 이는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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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36%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우유참은 전체가 유제품 생산기업,
사육장, 젖소농가합작사 등 3개의 합법적인 주체가 운영하고 모두 경영
허가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신선유 운송차량 8,000대도 모
두 운송허가를 받고 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우유참의 시설･설
비, 위생조건, 검사수단 등이 크게 개선되었고 경영관리수준이 큰 폭으
로 제고되었다.
농업부는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2008년에 신선유 품질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전문항목 모니터링, 돌발적인 샘플링 검
사, 타 지역에 대한 검사,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한 전수 검사 등 방법을
통해 우유참과 운송차량을 중심으로 해마다 샘플링 검사 범위를 확대하
고 샘플링 검사 빈도를 높임으로써 각종 위법 첨가행위를 엄격히 단속
하였다. 현재 우유참에 대한 관리감독과 신선유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
국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모니터링계획이 전국의 모든 우유참과
국가가 공포한 모든 금지 첨가물을 커버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신
선유제품 샘플링 조사가 5.6만 차 이루어졌고 멜라민 검측치는 모두 국
가 제한규정에 부합되었으며 수용성 피혁 단백질, 알칼리류 물질 등 금
지 첨가물이 검측되지 않음으로써 신선유의 품질안전수준이 역사상 최
고로 우수한 시기였다.

4. 초원보호 전면 추진
중국은 세계의 제2대 초원대국으로 각종 초원면적은 60억 무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면적의 41.7%를 차지한다. 초원은 중국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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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목축지역 목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 생활
자료이다. 초원보호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생태안전을 보호하고
목축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며 변방의 조화로운 안정을 보장하
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은 역대로 초원사업을 매우
중시해 왔다. 일련의 지원정책을 출범하고 초원의 도급경영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초원보호 사업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초원의 생태환경을
회복, 보호함으로써 초원 목축지역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
였다. 신중국 건국 이후의 초원 목축지역의 발전을 보면 최근 10년간 출
범한 정책, 조치가 가장 많고 역량도 가장 크며 일부 장기적으로 누적된
모순과 문제도 해결되어 생태, 생산, 생활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4.1. 초원의 도급경영을 착실하게 추진
초원의 도급정책은 당이 목축지역에서 실시한 각종 정책의 초석이다.
초원 도급제를 잘 실시하고 법에 근거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도급경
영권을 부여한 것은 목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목축지역 생산에 활력
을 불어넣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각종 초원사업을 잘 실시하고 초
원생태환경을 잘 보호하는 전제이며 기초이다. 지난 10년 사이,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을 수정, 발표하고 초원에 대한 권리귀속, 초원
에 대한 도급 절차, 도급경영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
였다. 초원에 대한 도급을 빠르게 추진할 데 대한 정책 문건을 제정하고
초원 도급에 대한 규범화 시범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별, 유형별로 초원
의 도급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하였다. 정부는 제도 설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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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규범화, 홍보를 통한 유도, 감독검사, 사업을 통한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귀속이 명확하고 관리가 규범화되며 농가가 도급하고 필지,
면적, 계약, 정서 네 가지를 농가에 제공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초원의
도급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여 초원의 도급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누계 초원도급면적은 36.4억 무이
고 이는 전국의 이용 가능한 초원면적의 73%에 달하며 목축지역의 초
원 도급 비율은 90%를 초과하였다.

4.2. 초원 생태 보상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립
정부는 2009년에 시장(西藏)자치구에서 초원 생태 보상 시범을 전개
하였다. 초원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구를 이동하고 가축을
감축하며 초원의 목축업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목민의 소득 증대를 보장
하고 촉진하였다. 2010년 10월 12일의 국무원 제128차 상무회의에서는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체제 수립을 결정함으로써 목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였다. 중앙재정은 2011년에 136억 위안을 투입하여 초원 생태보
호 보조･장려체제에 관한 정책을 정식으로 가동하였다. 이 정책의 실시
범위는 시장(西藏, 신장생산건설병단 포함)자치구, 네이멍구(内蒙古)자치
구, 티벳자치구, 칭하이(青海)성, 스촨(四川)성, 간수(甘肃)성, 닝샤(宁夏)
자치구, 위난(云南)성 등 8개 지역이다. 정책의 내용은 초원의 방목금지
보조, 초원과 가축의 균형 장려, 목초 우량종 보조, 목축업 품종개량 보
조, 목민 생산자료 종합보조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중앙재정은 각 지역
의 성과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체제 정책을 보다
잘 실시한 지방정부에 장려 자금을 지급한다.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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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정책에 대한 2012년의 중앙재정이 15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실
시범위를 헤이룽장(黑龙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辽宁)성, 허베이(河
北)성, 산시(山西)성 등 5개 성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목축지역과 반
목축지역(기(旗), 구, 시)을 커버하였다. 2011년 말 현재 초원 방목금지면
적이 11.7억 무, 초원과 가축의 균형 면적이 26억 무, 목민의 생산자료
보조 수혜농가가 200만 농가이고 중앙재정의 보조금과 장려금이 모두
지방에 지급되었으며 90% 이상이 농가에 전달되었다.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 정책은 신중국 건국 이래 초원 생태보호 분야에서 투입자금
규모가 가장 크고 커버지역이 가장 넓으며 보조내용이 가장 많은 정책
이다. 이 정책은 목축지역의 간부와 주민의 충심어린 옹호와 지지를 얻
었고 초원 목축지역의 생태, 생산, 생활의 통합과 조화로운 발전의 새로
운 시작을 열었다.

4.3. 초원보호건설 공정을 심도 있게 실시
20세기 중엽 이래 중국의 초원 90%에 정도가 상이하게 퇴화현상이
발생하여 국가의 생태안전과 농목민의 생산 및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무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초원의 보호와 건설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고 기본초원 보호, 초원 방목금지와 휴목, 초
원과 가축의 균형 등 초원 관리 보호 기본제도를 제정하였다. 《전국 초
원보호 건설의 총체적 규획》을 비준하고 초원 피복 회복과 건설, 베이
징-텐진(天津)의 풍사 발원지 초원 관리, 방목금지･초원환원, 유목민 정
주 등 일련의 초원보호건설을 위한 중대한 공정사업을 연이어 가동하였
다. 중앙재정은 누계 600억 위안을 투입하여 초원에 울타리(사육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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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풀 심기를 전개하였으며 퇴화가 심각한 초원에 씨앗을 뿌려 초원
개량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목금지, 휴목, 초원과 가축의 균형제도
를 추진하여 초원 생태환경 보호와 회복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10년 사이 전국에서 11억 무의 초원에 울타리(사육용)를 설치하였
고 누계 1.57억 무에 풀을 심어 초원 퇴화를 늦추었으며 3억 무에 씨앗
을 뿌려 초원을 개량하였다. 전국의 초원 생태환경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악화추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었고 일부 지역의 초원 생태환경은
선명하게 호전되었다. 관측에 의하면 2011년 천연초원의 신선초 생산량
은 10억 톤에 달했고 초원의 피복 비율이 51%에 이르렀다. 초원보호건
설 공정 실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초원 피복율이 10% 포
인트, 목초의 높이가 42.8%, 신선초의 생산량이 49.9% 제고되었다.

4.4. 초원의 재해방지, 재해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체제가 점차 형성
중국은 초원재해가 비교적 심각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해마다 평균
수백 차례의 초원 화재가 발생하고 쥐, 해충에 의한 피해면적이 9억 무
에 달하며 해마다 눈, 가뭄으로 죽는 가축의 직접적인 손실액은 수십억
위안에 달한다. 이 외에 외래 생물 침입, 독초 등 문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업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방지를 위주로 하고 방지와 퇴
치를 결합’한 방침을 세우고 각종 초원 재해 방지와 통제 방안을 제정하
고 개선하였다. 중앙재정의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원의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를 위한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비교적 완비한
초원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2002년 이
래 중앙재정의 초원 방화 보조 비용이 매년 400만 위안에서 1,900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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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증가되었고 초원 방화 기본건설에 대한 중앙재정 투입이 매년
500만 위안에서 5,0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초원의 쥐에 의한 피해
퇴치에 누계 3억 위안을 투입하였고 초원 충해 퇴치 자금이 7.85억 위
안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에 초원 방화 지후센터 26개, 방화물자 비축창
고 132개를 건설하였고 변방의 초원 방화 격리대 3억 km를 설치하였다.
주요한 초원 성(省), 자치구에 쥐, 해충 피해 예측경보센터를 모두 설치
하였고 누계 9.84억 무의 초원에서 쥐 피해 퇴치를 실시했으며 초원 충
해 6.95억 무를 퇴치했다. 2011년 전국의 초원 화재, 쥐와 해충 피해 발
생면적과 재해 손실이 역사적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초원의 외래
침입생물 종합퇴치도 진전을 가져왔고 초원의 눈피해, 가뭄피해에 대한
재해감소 체제도 현재 구축하는 중이다. 초원 재해 통제사업의 효과적
인 전개는 초원 생태건설의 성과를 뒷받침했고 주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였다.

4.5. 초원에 대한 법집행 감독효과 뚜렷하다.
신초원법 실시 후 《초원방화조례》, 《초원에 대한 징용, 점용의 심사,
비준 관리방법》, 《초원과 가축의 균형 관리방법》, 《풀 종자 관리방법》
및 초원 피복 회복비용 징수제도 등 규정제도를 연이어 제정하고 주요
초원 성, 자치구에서 모두 초원법 실시조례 혹은 실시세칙을 제정함으
로써 법에 근거하여 초원을 관리하고 법에 근거하여 초원을 발전시키는
것에 법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농업부는 2003년에 초원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초원에 대한 법집행 감독기구가 없던 데서 생겨나고 역할
이 약하던 데서 강해졌다. 현재 전국에서 현급 이상 초원 법집행 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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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816개를 설치하였고 법집행자 수가 9,518명에 이른다. 주요 초원 성,
자치구는 비교적 완비한 성, 시, 현 3급 초원 법집행 감독체계를 초보적
으로 구축하였고 네이멍구, 신장, 칭하이 등 지역에서 초원 모니터링 기
구를 설치한 현(기, 旗)의 수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초원에 대한 법
집행 감독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초원 법집행 감찰제, 큰 안건 폭
로제, 상부 고발 안건 감찰 처리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초원 법집
행 진영을 전진배치하고 피동적인 법집행을 주동적인 법집행으로 변화
시켰다. 또한 규율검사, 감찰, 공안, 국토, 임업 등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법집행행동을

전개함으로써

초원

법집행의

고압태세를

형성하였다.

2003~2011년 사이에 불법 초원 개간, 불법 초원 징용과 점용, 불법 초
원 야생 동식물 채집 등 초원에서의 위법안건 10만여 건을 조사해내고
처리하였으며 안건의 처리완결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각종 초원
파괴 위법행위를 유력하게 단속하였고 농목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하였다.

5. 목축업 발전의 기본보장체계 구축
5.1. 목축업 지지정책체계의 틀이 초보적으로 형성
당16대 이래 당중앙, 국무원이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고도로 중시함에 따라 중국의 목축업 지지정책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면
서 정책의 틀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고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영향 범위가 넓고 핵심이 분명하며 실질적인 가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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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과거의 목축업 지지정책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목축업에 대한 중앙재정의 지원자금 투입이 해마다 확대되어 2003~
2011년 사이 누계 913억 위안을 목축업 생산 발전에 투입하였다. 이 중
2011년의 투입액은 311억 위안으로 이는 2002년의 6.65억 위안의 50배
에 해당하여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보호와 배려 역할을
하였다.
목축업의 생산 측면에서, 생돈 출하 대현(縣)에 대한 장려정책을 실시
하여 지방의 생돈생산을 지원하였다. 목축업 우량종 보조정책을 실시하
여 젖소, 생돈, 육우, 육양, 모우의 우량종 보급을 보조하였다. 조상대부
터의 산란종계 보조정책을 실시하여 산란계의 생산능력 보호를 강화하
였다. 축산 우량종 공정사업을 전개하여 축산 우량종 번식체계를 개선
함으로써 현대 축산 종자산업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목축업 생산의
우량종자화를 추진하여 우량종자 공급능력을 보장하였다. 채람자 제품
에 대한 지원사업과 생돈, 젖소의 표준화 규모 사육장(단지) 건설사업을
실시하여 축산의 사육과 생산의 표준화 수준을 빠르게 제고시켰다. 가
임 모돈 보조, 생돈과 젖소에 대한 정책성 보험 등 정책을 실시하여 산
업의 건강한 발전수준을 보장하였다.
사료공업 측면에서, 계열제품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여 단일
대중 사료, 첨가제 포함 사료, 배합사료, 농축사료에 부가가치세 면제정
책을 실시하고 부분적인 사료제품에 대해 수입단계의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전용 기금을 설립하여 사료와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목축업의 사육단계와 투입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였
다. 농작물의 대를 이용한 사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작물의 대의 사
료자원을 개발, 이용하고 농촌의 순환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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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보호 측면에서, 《목축지역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할 데 관
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고 초원 목축지역의 발전정책에서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국 주요 목축지역에서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체
제를 수립하였다. 천연초원의 방목금지 초원환원 공정을 실시하고 초원
에서 울타리 사육과 씨앗을 뿌려 초원을 개량하는 작업을 전개하였으며
초원의 방목금지, 휴목, 윤목(輪牧) 제도를 추진하였다. 유목민의 정주공
정, 베이징-텐진지역 풍사 발원지 관리공정, 카르스트지역 사막화에 대
한 종합관리 등 중대한 공정사업을 실시하여 초원의 생태환경 관리를
가속화하였다.

5.2. 축산물 예비대책 통제체제의 혁신
생돈가격에 대한 예비대책 통제체제 구축은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치
에 기초하여 산업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혁신하고 농산물 예비대책 통
제체제의 선례를 개척하였다. 생돈의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돈육시
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
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등 6개 부처가 2009년에 연합하여 《생돈 가격
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예비대책(잠정시행)》을 발표하였
고 2012년에 《생돈 시장가격의 주기적인 파동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 예
비대책》을 수정, 발표함으로써 국무원의 통일영도하에 각 부처가 연합
하여 토론하고 공동으로 관련 정보를 발표하며 책임 분공에 따라 협력
하는 연도체제를 점차 수립하였다. 예비대책을 실시한 이래, 냉동육 수
매저장 등 3급 대응조치를 3차 가동하여 생돈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
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육농가의 생산 적극성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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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호하였다. 현재 농업부는 부, 성, 시, 현 4단계의 생돈 모니터링 경
보 네트워크를 건립하여 형세의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감독지도를 전개하여 생산과 시장 형세를 정확하게 장악하고 적시에 사
육 농장과 농가의 생산구조 조정을 인도함으로써 거시적 통제에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5.3. 목축업에 대한 법률법규 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수립
목축업 각 영역에 관한 법률법규를 연이어 출범하고 목축업의 법률체
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였다. 2003년에 《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을 수
정, 발표, 실시함으로써 초원보호건설의 과학적인 규획, 전면적인 보호,
중점 건설, 합리적인 이용, 목축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초원 관련 법률제도를 진일보로 개선하였다. 2006년에 발
표한 《중화인민공화국목축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목축업 생산경영행
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한 법률로서 축산 유전자원 보호제도를 명확하
게 정하였고 축산 종자의 생산경영허가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축산 종자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의 사육, 거래, 운송, 품질안전보
장 등 행위를 규범화하였다. 이 외에 목축법은 꿀벌과 누에를 목축법의
관리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웠다. 《목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와 연결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축산 유전자원 출입경과 대
외협력 연구과 이용에 대한 심사비준 방법》, 《축산 유전자원의 종자보
호농장 보호지역과 유전자 저장창고에 대한 관리방법》, 《축산 신제품의
계열제품 심사결정과 축산 유전자원 감정방법》, 《우량종축 등록규정》,
《국가급 축산 유전자원보호 명록》, 《축산 표시와 사육 이력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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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유전 재료 생산허가 방법》 등 법규 규정을 출범함으로써 목축업
의 법률법규체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였다. 이 외에 양봉업의 발전을 지
도하기 위하여 《양봉업 관리방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였다. 2008년에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조례》와 《초원방화조례》를 발표하고 실시
하였다. 2012년에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를 수정, 발표하였다.
목축업에 대한 지지역량을 강호하기 위하여 당16대 이후의 중앙 1호
문건은 모두 목축업 발전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고 국무원은 일련의
지도적 성격의 의견을 하달함으로써 목축업의 발전을 크게 추동하였다.
2005년에 국무원 판공청은 《가금업 발전을 지원할 데 관한 의견》을 하
달하였고 2007년에 국무원은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
진할 데 관한 의견》, 《생돈 생산발전을 촉진하고 시장공급을 안정시킬
데 관한 의견》, 《유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
견》 등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갖는 문건을 육속 하달하였다. 2008년에
유업의 회복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유업정돈
과 진흥규획 강요》를 하달하였고 2011년에 초원 목축지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목축지역의 건강하
고 빠른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하달하였다.
중국의 목축업 관련 법률법규체계의 건전한 수립은 축산 사육의 생산
경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였고 육류, 알류, 유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초원생태환경을 보호하였다. 또한 이는 목축업계의 관리
사업이 점차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는 법제화 궤도에 들어서
게 하였고 목축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보
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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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역병 예방통제의 성과 우수
6.1. 중대한 동물역병의 예방통제가 눈에 띄게 진전
2004년에 중국의 16개 성에서 가금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연속 50차
례 발생하였다. 당중앙, 국무원의 통일적인 포치하에 각 지역의 각급 농
업 부분이 신속하게 행동하여 예방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예방통제조치
를 제정하고 예방통제체제를 수립하여 49일의 짧은 기간 내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확산추세를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 2006년에 남부지역의
여러 성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돼지 고열병이 돌발하였고 21개 성, 시
에 만연하였다. 농업부는 즉시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역병상
황을 연구하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임을 확진하
고, 빠르게 백신을 연구제조함으로써 제때에 역병을 통제하는 데 능동
적으로 대처하여 생돈 산업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을 모면하였다.
일련의 중대한 동물 역병에 대한 예방통제를 통하여 경험을 쌓아 과학
적이고 효과적인 예방통제전략과 기술방침을 점차 형성하였다. 우온, 우
폐역(bovine infectious pleuropneumonia)을 성공적으로 소멸하였고 말코 종
기(equinia), 말의 전염성 빈혈(equine infectious anemia)을 기본적으로 소멸
하였다. 가축의 주혈흡충병은 신중국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
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등 중대한 동물역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고 동물 질병의 유행 강도가 점차 낮아졌다. 또한
돌발적인 중대한 동물역병 발생 차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발병 동
물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역병 발생 범위가 뚜렷하게 축소되었다.
광우병,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등 외래 동물역병의 국내 전파를 단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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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은 반추동물 질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 2011년에 중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단 1차례, O형 구제역 7차례, 고병원성 돼지 청이
병이 2차례 발생하였고 아시아 I형, A형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중대
한 동물역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통제는 중국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성장을 보장하였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유력하게 촉진하였다.

6.2. 동물역병의 예방통제정책과 대책을 계속적으로 개선
중국은 중대한 동물역병에 대해 의무면역과 도살을 결합한 종합적인
예방통제대책을 실시하고 동물역병에 대해 지역화 관리를 실시한다. 정
부는 동물방역의 의무면역 보조, 강제도살 보조, 무공해처리 보조, 기층
동물방역사업 보조 등 정책을 육속 출범하였고 2011년 말 현재 중앙재
정은 누계 242.3억 위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동물방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원규모이다. 첫째, 중앙재정은 의무면역 백신에 180여 억 위안
을 투입하고 구제역, 조류독감,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돼지콜레라, 작
은 반추동물 역병에 대해 의무면역을 진행함으로써 면역장벽을 효과적
으로 구축하였다. 둘째, 중앙재정은 강제도살 보조에 13.7억 위안을 투
입하고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작은 반추동
물 역병의 발병 가축 및 같은 집단 가축과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에
서 양성을 보인 젖소에 대해 강제도살을 실시하여 사육농가의 손실을
줄였고 방역 적극성을 고조시켰다. 셋째, 중앙재정은 기층의 동물방역
비용 보조로 35.1억 위안을 투입하여 의무면역, 표시부착, 동물역병 모
니터링 등 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하였다. 넷째, 규정에 있는 동물
역병이 없는 지역 건설을 강화하였다. 스촨(四川)성, 충칭(重庆)시, 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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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林)성, 산둥(山东)성, 랴오닝(辽宁)성, 하이난(海南)성 등 6개 지역에
스촨(四川)분지, 숭료우(松辽)평원, 죠우둥(胶东)반도, 료우둥(辽东)반도,
하이난(海南)도 등 5개 무동물역병 시범구역을 건설하였다. 또한 하이난
(海南)도의 무구제역지역, 광저우(广州)시 충화(从化)에 규정에 있는 말
관련 동물역병이 없는 지역을 건설하였고 이들은 각각 국가평가와 국
제인증을 통과하였다.

6.3. 전국에 역병상황 모니터링 경보체계 기본적으로 구축
전국에 중앙, 성, 지역(시), 현, 향 등 5개 등급의 동무역병상황 모니터
링체계를 구축하였다. 한 면으로 향진의 목축수의참(站)에서 상급으로 보
고하는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른 한 면으로 과학적인 배치를 원
칙으로 304개의 동물역병상황 검측･보고참(站)과 146개의 변방 동물역병
상황 모니터링참(站)으로 구성된 역병상황 직접보고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등급에 따라 보고하는 것과 직접보고를 결합한 동물역병상황 모니터
링 경보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2,860개 현, 시의 동물역병
상황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전국을 커버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 시
효성을 보장하였고 동물역병을 제때에 발견하여 처리하도록 보장하였다.

6.4. 돌발 역병에 대한 응급처리능력이 제고
중국은 중대한 동물역병에 대한 예방통제 경험을 종합하고 응급 예방
대책, 법제, 구조, 체제 등 ‘1안 3제(一案三制)’를 강화함으로써 각급 응
급관리체계를 점차 개선시켰다. 이에 따라 돌발 역병에 대한 응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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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더욱 규범화되고 질서 있게 되었다. 첫째, 응급 예방대책이 점차
개선되었다. 국무원은 《중대한 동물역병 응급조례(重大动物疫情应急条
列)》, 《국가의 돌발적인 중대한 동물역병에 대한 응급 예방대책(国家突
发重大动物疫情应急预案)》을 발표하고 실시하였다. 농업부와 각 지방정
부는 조류독감, 구제역 등 여러 중대한 동물역병 응급 예방대책과 예방
퇴치 기술규범을 제공하고 돌발 역병에 대한 응급처리사업을 규범화하
였다. 둘째, 응급지휘체계가 개선되었다.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 응급
관리판공실을 설치하였고 농업부는 돌발적인 중대한 동물역병 응급지
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각 성에서도 관련 기구를 세워 관할구역 내의
돌발성 중대 동물역병 응급처리사업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응급지휘체
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였다. 셋째, 응급처리 실전능력이 지속적으로 제
고되었다. 농업부와 각 지역은 돌발성 중대 동물역병 응급교육과 연습
을 연이어 실시하여 역병처리능력을 제고하고 응급 예방대책을 개선하
였으며 응급물자비축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처리의 장기적인 체제를 건
립하고 완비하였다. 10년 사이, 2004년의 조류독감을 성공적으로 퇴치
하고 돼지 연쇄상구균증을 성공적으로 소멸하였으며 아시아 I형 구제역
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하였다. 허이산 조류독감 등 여러 차례의 돌발
성 중대 동물역병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역병을 제때에 철저히 뿌리
뽑았고 역병상황의 확산, 만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6.5. 방재, 재해손실 축소, 재해방제능력 제고
중국에서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남부지역의 저온･눈비･동해
재해, 스촨성 원촨(汶川)의 특대 지진, 칭하이성 위수(玉树)의 강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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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간수(甘肃)성 저우취(舟曲)의 특대 산사태 등 중대한 자연재해를 겪
었다. 자연재해 발생 후 농업부가 신속하게 움직여 가장 빠르게 현지에
업무요원을 파견하고 방역물자를 조달하였으며 재해 후 동물방역사업
을 조직함으로써 재해지역의 중대한 동물역병과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
로 걸리는 역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큰 재해 후 큰 역병상황이
없도록’ 보장하였다.
2008년 스촨성 원촨지진이 발생한 후 농업부는 즉각 구재 업무요원
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해 후 동물방역업무를 지도하였다. 방역 소분대
와 응급 예비대를 만들어 소독과 죽은 가축의 무공해화 처리를 진행하
였다. 인구밀집지역과 이재민 안치장소 부근의 가축에 대해 광견병, B
형 뇌염, 연쇄상구균 II형 등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에 대
한 긴급 면역을 진행하여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의 발생
과 유행을 방지하였다. 인터넷, 텔레비전, 홍보화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에 대한 예방, 퇴치 지식
과 지진 후 방역기술을 홍보하였다. 지진발생지역의 구재기간에 농업부
는 지진 재해지역에 누계 소독제 1,204톤, 분무기, 방독보호복장, 텐트
등 각종 방역물자 220여만 건,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 백
신과 중대한 동물역병 백신 수천만 개를 제공하였다. 또한 누계 동물사
체 3,327여만 마리를 무공해 처리하였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스촨성의
40개 현에 광견병, 돼지 B형 뇌염, 돼지 II형 연쇄상구균병, 탄저병 백신
1,256만 개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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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물역병 예방퇴치의 중장기 목표와 임무가 더욱 명확화
2012년 5월 2일, 국무원 제201차 상무회의는 《국가 중장기 동물역병
예방퇴치규획(2012~2020년),

国家中长期动物疫病防治规划》(이하

《규

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는 신중국 건국 이래 국무원이 발표한 최초
의 전국 동물역병 예방퇴치사업의 종합적 규획으로써 2012~2020년 중
국의 동물역병 예방퇴치사업의 지도사상, 발전목표, 주요임무, 관련대책
을 명확히 규정하였는 바, 이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동물역병 예방퇴치
사업의 강령적인 문건이다. 《규획》은 《수의사업발전 12･5규획(兽医事
业发展十二五规划)》, 《동물방역체계건설규획(动物防疫体系建设规划)》 등
과 밀접히 연계하여 업무의 과학적이고 전면적이고 지도적인 성격을 부
각하였다.
《규획》은 병의 종류, 지역, 단계적 통제를 구분하고 중점 역병을 소
멸하며 최종적으로 면역을 통한 역병 소멸과 무 면역 무 역병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규획》은 경제에 대한 영향, 공공위생에 대한
영향, 역병의 전파능력, 방역기술, 경제와 사회의 실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평가하여 미래 10년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16종의 우선적으로 예방 퇴치해야 할 국내의 동물역병과 중점적으로
경계해야 할 외래 동물역병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중대한 동물역
병과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에 대해 계획적으로 예방 퇴
치하고 축산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외래 동물역병 위험을 방비하는
등 3개 전략의 실시를 통해 중점 역병이 효과적인 통제에서 정화하여
소멸을 실현할 것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규획》은 정부가 동물역병에
대해 지역화 관리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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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지역(一带三区)’이라는 총체적인 구도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각각 국
가 목축업 비교우위 산업지대,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의
중점 유행 지역, 외래 동물역병 유입 위험지역, 동물역병 예방퇴치 비교
우위지역이다. 여기서 중대한 동물역병,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리
는 역병, 종축에 대한 역병 정화, 외래 동물역병 방비, 말코 종기(equinia)
와 말의 전염성 빈혈(equine infectious anemia)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동물역병 예방통제사업을 진행한다.

7. 동물제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수준 제고
7.1. 잔류 수의약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이 질서 있게 전개
농업부는 수의약에 대한 감독관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잔류 수의
약 표준과 잔류 검사방법을 개선하였고 잔류 수의약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가짜 저질 수의약 제조판매와 금지약물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농업부는 동물성 식품의 수의약 최고 잔류량 표준을 발표
하였는데 여기에 250여 종의 약물과 1,000개에 가까운 계수가 포함된
다. 또한 145개의 검측방법 표준을 발표하였는데 150여 종의 약물을 검
측할 수 있다. 202종의 수의약 정기기간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러한 것은 잔류검측업무 전개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농업부는 동물
기초제품의 잔류 수의약 감독통제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해마다 검
측범위, 검측수량을 확대하였으며 양성을 띠는 샘플에 대해 이력추적제
도를 실시하여 잔류 수의약 검측의 효율을 제고하였다. 또한 수의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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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 항균제에 대한 전문 관리를 실
시하여 금지약물의 사용, 약물 사용정지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 사용범
위를 넘어선 약물사용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7.2. 도살단계의 클렌부테롤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안정적으로 전개
농업부는 감독관리 책임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정기적으로 가로막기
식 검사를 전개하고 클렌부테롤 등 위법 첨가제의 사용이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또한 일상적인 감독관리와 기습적인 검사를 결합
한 감독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2011년에 클렌부테롤 검사를 위한 샘플
조사 30만 건을 진행하였다.

7.3.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업무를 심도 있게 전개
동물검역은 동물역병을 전파를 방지하고 동물 및 동물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취이다. 각 지역은 동물검역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는데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검역 길목을 이동하여
축산 사육 전체 과정에 대해 감독관리하는 것, 여러 지역을 연동하여 지
역 간의 정보교류구조를 구축하고 감독관리의 정보공유를 실현하는 것,
정부요원을 파견, 상주시켜 모든 도살장에 정부의 수의요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것, 책임제를 실시하여 동물검역책임제와 책임추궁제
를 개선하는 것, 진행을 규범화하여 산지에서의 검역과 도살장에서의
검역 품질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해마다 축산 산지에서 약 80만 마리,
도살장에서 50만 마리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였다. 동물검역업무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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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개하고 출하 동물과 동물제품의 위생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베
이징 올림픽, 상하이 박람회 등 중대한 활동을 위한 동물제품 안전을 유
력하게 보장하였다.

7.4. 동물위생에 대한 감독과 법집행 업무를 착실하게 전개
감독과 법집행은 동물검역 질서를 규범화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농업부는 감독과 법집행 이념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을
견지하였다.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경영, 운송, 저장, 가공 등
관건적인 채널에 대한 감독과 법집행을 틀어쥐었고 법과 규칙을 어기는
안건에 대한 색출작업을 강화하여 검역을 회피하고 병사 동물을 가공하
는 등 위법행위를 유력하게 단속하였다. 전국에서 매년 시장에서 가축
3억 마리, 운송차량 약 200만 대, 저장고에서 동물제품 약 300만 톤, 가
공단계에서 동물제품 약 360만 톤에 대한 감독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7.5. 동물에 대한 표시 및 동물제품의 이력추적체계가 기본적으로
수립
동물 표시 및 동물제품의 이력추적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동물역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동물 기초제품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적인 기
술수단이다. 중앙 1호 문건은 2차례에 걸쳐 동물 표시 및 동물제품의 이
력추적체계 수립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2005년에 베이징시, 상
하이시, 충칭시, 스촨성은 솔선하여 동물 표시 및 동물제품의 이력추적
체계 수립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2007에 이력추적체계 수립사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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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몇 년 동안의 모색과 건설을 통해 국가
급과 성급의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으로 하는 동물 표시 신청･구매와
발부 관리, 동물 생명주기의 각 단계의 전체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동
물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이력추적 등 3대 체계를 핵심으로 한 이력추
적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또한 귀표의 생산과 부착에서 동물의
사육, 유통, 이어서 동물의 도살, 동물제품의 판매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현하였다.

8. 수의약업계의 건전한 발전
8.1. 수의약산업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
중국의 수의약 생산 능력과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고 산업규모
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수의약 품종이 점차 풍부해지고 동물전용약물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
져왔으며 수의약품 사용대상도 가축에서 수산, 애완동물, 벌, 누에 등
기타 동물로 확대되었다. 수의약산업은 작은 데서 크게, 약한 데서 강하
게 변화를 가져왔고 유형이 비교적 완비하고 품종이 상대적으로 다양하
며 기술이 비교적 선진적이고 산업체인이 비교적 완정하여 일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체계를 형성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수의약 생산기업
이 1,800개, 경영기업이 10만여 개 있고 수의약 총생산액은 350억 위안
에 달하며 수출액은 22억여 위안에 이른다. 수의약산업은 이미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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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의약업계에 대한 관리체계가 기본적으로 수립
중국의 수의약업계에 대한 관리는 《수의약관리조례》를 핵심으로 하
는 수의약 관리법규체계를 수립하였고 《중국 수의약전(典)》을 핵심으로
하는 수의약 기술표준체계를 형성하였다. 수의약의 등록 평가심사, 감
독검사, 생산경영허가, 감독과 법집행 등 일련의 관리제도를 확립하였
고 행정관리, 심사평가 검사, 법집행감독의 관리체제를 초보적으로 건
립하였다. 국가급, 성급의 잔류 수의약 검사･검측체계와 부분 지역･시
급 수의약 검사기구를 건립하고 전국수의약전(典)위원회, 수의약 평가심
사 전문가위원회, 잔류 수의약 전문가위원회, 수의약 GMP 업무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의약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잘 하기 위
해 강력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8.3. 수의약업계에 대한 관리수준이 제고
심사비준 단계에서, 농업부는 ‘지방의 주관부문이 처음으로 심사하고
농업부 종합판공실이 통일적으로 수리하며 실험실에서 기술검사를 실
시하고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평가심사하며 행정부문에서 심사비준하는’
5개 단계를 만들고 각 단계에서 당사자가 책임지고 상호 감독하는 수의
약의 행정적인 심사비준 관리체계를 건립함으로써 수의약의 행정적인
심사비준의 공평, 공정, 공개 원칙을 보장하였다. 생산 단계에서, 수의약
생산품질관리규범(수의약 GMP)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수의약 생산조
건과 관리수준을 큰 폭으로 제고시켰다. 경영 단계에서, 수의약 경영품
질관리규범(수의약 GSP)를 실시하고 법과 신뢰를 지키고 규범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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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새로운 질서를 초보적으로 마련하였다. 사용 단계에서, 잔류 수
의약 감독통제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수의약 사용금지기간 제도,
금지약물제도, 사육 중 약물사용기록 등의 제도를 점차 수립하여 수의
약 사용을 규범화하고 잔류 수의약의 위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감독 단계에서, 수의약 품질감독검사, 대량 물량에 대한 검사, 신속한
샘플링 검사, 공장에 상주한 감독, 검사와 단속의 연동, 수의약 시장에
대한 정돈 등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검사･검측업무에 대한 경보
와 기술의 버팀목 역할을 진일보로 강화하였고 연속 9년 동안 전문적인
정리정돈을 전개하여 수의약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였으며 수의약 품
질이 안정적으로 제고됨으로써 중대한 농산물 품질안전사건이 발생하
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수의약제품의 품질에 대한 샘플링 검사의 합격
률은 6년 연속 제고되었고 축산제품의 잔류 수의약 샘플링 검사의 합격
률은 5년 연속 99% 이상을 유지하였다.

8.4. 수의약 관리에 대한 지지능력이 진일보로 강화
농업부는 수의약 등록에서 전문가 평가심사 및 회피 제도를 건립･개
선하였고 관련 기술지도원칙과 기술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수의약 등록
및 심사평가사업이 ‘법에 의거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게’ 진
행되도록 보장하였다. 수의약 GMP 기술규범, 검사･검수 표준체계, 업무
절차를 수립･개선하고 검수표준을 엄격히 실시하여 수의약 GMP가 실
제적으로 실시되게끔 보장하였다. 수의약 품질표준 및 잔류 수의약 표
준을 수정･개선하였다. 10년간의 아낌없는 노력을 통해 중국의 수의약
기술법규와 기술규범이 진일보로 개선되었고 기술의 지지 능력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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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눈에 띄게 제고되었다.

9. 수의의 과학기술과 국제교류 증대
중국의 수의의 과학기술 능력과 수준이 빠르게 제고되었고 고수준의
실험실 네트워크체계가 개선되었다. 고수준의 과학기술연구 인재역량이
강대해졌고 고수준의 중대한 과학기술성과를 끊임없이 이루어내어 수
의사업의 발전에 견실하고 유력한 기술보장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중국
은 수의영역의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다자교류, 양자교류를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영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국제상의 발언권이 제
고되었으며 국제적 지위가 제고되었다.

9.1. 수의의 과학기술체계가 진일보로 개선
중국은 이미 국가수의참고실험실 3개와 중앙급 수의 과학기술 연구
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성급 농업(임업, 목축업)과학원 수의연구소, 40개
에 가까운 농업 관련 대학교를 주체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체계와 국가,
성, 지역(시), 현 등 4개 등급의 동물역병 통제기구를 주체로 하는 기술
지지체계를 형성하였다. 수의의 기초연구, 수의약과 동물용 생물제품의
연구제작, 동물역병 진단 시약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 동물역병의 모니
터링과 진단 등 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수의업계의 연구개발체
계가 초보적으로 구축되었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이 계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연구개발 전문인원이 확대되었고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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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갈수록 제고되었다. 수의약의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주체가 이
미 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수의약 생산기업이 다양한 형식
의 수의약 개발센터를 세웠으며 기업 수익에 대한 신제품의 기여도가
눈에 띄게 제고되었다.

9.2. 수의에 대한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이 뚜렷
정부는 혁신의식과 탐색정신이 강하고 협조능력이 비교적 강한 견인
역할을 하는 인재풀을 육성하였고, 이들이 과학연구팀을 이끌고 진리를
연구하며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중국 수의의 과학연구수준의 제고를
추진하였다.

전국동물방역 전문가위원회,

전국동물방역 표준화위원회,

전국동물위생 위험평가위원회, 수의약전위원회, 전국잔류수의약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수의전문가들이 정부의 수의사업발전규획과 중대한
동물역병 예방통제정책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축산물 무
역의 기술장벽 분쟁에 건의와 대책을 제안하며 연구평가보고와 기술자
문을 제공함으로써 수의사업을 위한 결책의 과학화에 유력한 기술적 보
장을 제공하였다.

9.3. 수의의 과학기술 성과가 풍성
당16대 이래 정부는 누계 6억 위안을 투입하여 수의의 응용기술연구
를 강화하고 성과의 전환과 종합기술시범을 추진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을 지원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성과와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
에서 새로운 수의약 증서 470개, 발명특허 154개가 통과되었고 수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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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53개를 연구･개발하였으며 동물방역에 대한 업계표준 84개를
발표하였고 국가급 과학기술상 6개를 받았다. 이 중 중국농업과학원의
하얼빈수의연구소 등 기관이 담당한 H5 이종 조류독감의 백신의 연구
제조 및 응용사업이 국가과학기술진보 1등상을 획득하였다. 수의약품,
백신, 진단시제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공예 등이 계속적으로, 성공적
으로 연구･개발되어 동물역병의 예방통제전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예방통제조취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견실한 기술적 기초가 되
었다. 연구제조에 성공한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작은
반추동물의 역병 등의 백신은 중대한 동물역병의 예방통제과정에서 극
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신형의 조류독감 백신 등의 연구개발 기
술이 세계의 선진수준에 이르렀다.

9.4. 국제조직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
2007년 5월 중국은 세계 동물위생조직(OIE)에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성공적으로 회복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세계의 동물위생체계에
전면적으로 융합되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의 OIE 제80기
국제대회에서 중국의 주 OIE 대표가 OIE 아태지역위원회 주석으로 당
선되었고 전문가 2명이 OIE의 전문위원회 부주석으로 당선되었다. 이들
은 OIE 아태지역위원회 제26기 회의, OIE 동남아-중국 구제역 통제행
동위원회 제18차 회의 등 중요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였다.
국가조류독감참고실험실 등 9개 수의실험실이 OIE 참고실험실로 지정
되었고 중국농업과학원 하얼빈수의연구소는 아태지역의 사람과 동물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에 대한 OIE 협력센터로 지정되었다. 중국은 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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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중국 구제역 통제행동에 가입하고 아태지역 경제협력조직, 중앙
아시아, 메콩강유역 등의 방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물역병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연합예방과 연합통제를 실시하였다.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와 연합하여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능력사업, 중국에서의 유행병학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세계은행과
연합하여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인체독감의 유행에 대한 예방통제능력
건설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AC) 등 국제조직의 중요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중국
은 세계 특히 아태지역에서 국제수의업무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써 국제 동물위생영역에서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어 국가의 이익을 유력
하게 보호하였다.

9.5. 양자교류협력의 효과가 뚜렷
중국은 16개 국가와 정부 간 동물검역협정을 체결하고 동물제품의 국
제무역에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몽골, 베트남, 라오스와 수
의협력비망록을 체결하고 동물역병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연합예방, 연
합통제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동물위생상황을 제때에 통보하였다. 또한
변경지역에서 연합하여 동물역병을 통제하며 수의의 과학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수의약과 동물용 생물제품을 연구개발과 사용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 등 협력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국은 주변국가와
연합예방, 연합통제를 전개하고 수의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변경
지역의 동물역병 예방통제를 강화하였고 수의 관련 산업의 ‘대외로 나
아가자(走出去)’정책 실현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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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이집트 등 국가에 물자와 기술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책
임지는 대국형상을 보여주었다.

9.6. 동물위생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에서 새로운 성과
중국은 우온, 우폐역(bovine infectious pleuropneumonia)이 없는 국가라
는 것이 OIE에서 인정을 받았다. 2008년에 유럽연합이 중국의 익힌 가
금육의 수입을 6년간 정지한 것을 회복하도록 이끌었다. 2010년에
WTO가 미국국회의 727지급법안이 WTO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
였는데 이는 미국 측이 중국의 익힌 가금육 수입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데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다. 2010년에 광저우성 충화(从化)는 말병이
없는 지역으로 국제에서 인정받아 중국에 국제가 인증하는 규정 내 동
물역병이 없는 지역이 제로인 상황을 만회함으로써 외국 말이 중국에서
시합에 참가하는 데 기초적인 조건을 제공하였고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서 마술경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0. 수의사업의 발전 요건 강화
10.1. 과학적인 발전 정책과 전략이 날로 개선
당중앙은 동물역병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기본 규칙을 장악하고 수의
사업의 이념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다. 동물역
병의 예방퇴치업무는 국가의 식품안전, 공공위생안전, 사회의 조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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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연계되는 동시에 정부의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책임이
고 농업･농촌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은 ‘예방 위주’와 ‘영도와 밀
접한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과 법에 근거하여 예방통제하며 함께 예방통
제하고 과단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방침으로 면역과 도살을 결합한 종
합적인 예방퇴치 조취를 견지하였다. 기본방침이 동요하지 않은 것은
10년간 수의사업이 가져온 성과의 초석이다. ‘동물역병의 예방퇴치 사
업에서 정부가 총책임을 지고 정부의 주요 영도자가 제일 책임자’라는
제도를 관철하며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과 ‘일찍이 빠르고 엄격하고 작
게’라는 역병상황 처리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
가 참여하며, 국정에 입각하고 적당하게 앞서가며, 상황에 맞게 처리하
고 분류하여 지도하며, 중점을 부각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적
인 동물역병 예방퇴치사업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10년간
의 수의사업의 행동지침으로써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장기적으로 견지해
야 한다. 동물역병의 예방퇴치, 현대목축업과 수의의 공공위생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총괄하고 중국 특색이 있는 동물역병 예방퇴치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동물역병 예방퇴치를 제약하는 관건적인 문
제를 돌파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요건을 보
장하고 계획적인 예방퇴치, 건강한 촉진과 위험처리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중점적인 역병이 효과적인 통제에서 정화되어 소멸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수의사업의 이념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
다. 동물역병의 예방퇴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사육 수익을 제고하
고 동물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 동물복지 개선,
공동위생안전을 지키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같은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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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건강하게’, ‘같은 세상에서 같은 의학으로’, ‘양호한 수의 서비스’ 등
새로운 이념이 광범하게 받아들여졌고 수의사업의 범위, 임무, 내용, 중
심, 본위 등이 전통적인 인식범위를 크게 초월하였다. 사육업의 생산안
전, 동물제품의 품질안전, 공도위생의 안전은 이미 중국 수의사업의 근
본적인 출발점과 디딤돌이 되었다. 중국의 수의서비스체계의 건설은 공
공서비스, 사회화 서비스와 동보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여 서비스기구
가 점차 개선되고 서비스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동물 진료기구의 다
원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격력하고 지지하여 동물 진료기구의
관리모델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동물 진료기구의 표준화를 전개하였
다. 수의 관련자의 육성을 강화하고 수의협회를 만들었다. 사회각계의
역량을 동원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수의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였다.

10.2. 수의의 법률법규체계가 점차 개선
정부는 《동물방역법(动物防疫法)》, 《중대한 동물역병상황 응급조례
(重大动物疫情应急条列)》, 《병원미생물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조례(病原
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条例)》, 《출입경 동식물 검역범 실시조례(进
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수의약 관리조례(兽药管理条例)》 등 9개
의 수의 분야의 법률법규를 발표하였다. 또한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动物防疫条件审查办法)》, 《동물검역관리방법(动物检疫管理办法)》, 《업
무수행에서의 수의 관리방법(执业兽医管理办法)》, 《향촌의 수의 관리방
법(乡村兽医管理办法)》등 20건의 관련 규장제도를 출범하고, 초보적으
로 《동물방역법》을 핵심으로 하여 수의사업발전의 수요에 알맞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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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틀을 건립함으로써 수의사업이 기본적으로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의 관리궤도에 진입하였다. 각 지역은 실제상황에 맞춰 수의에
관한 입법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동물방역조례(动物防疫条例)》,
《양견관리조례(养犬管理条例)》 등 지방법규를 제정하였다. 전국에서 위
에서부터 아래로 비교적 완비된 수의 법률법규체계를 건립하였고 동물
역병이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10.3. 수의관리의 체제개혁이 심화
2005년 5월에 국무원은 《수의관리 체제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
(关于推进兽医管理体制改革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는데 수의의 행정
관리, 동물위생에 대한 감독･법집행, 동물방역기술 핵심 등에 관한 세
가지 수의사업기구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층의 동물방역기
구의 설치를 강화하고 동물방역을 위한 공공재정의 보장체제를 개선하
였다. 2008년의 당17대 3중전회에서는 농업의 공공서비스능력을 강화
하고 3년 내에 전국에 향진 혹은 지역의 동물역병 예방퇴치를 위한 공
공서비스기구를 마련하며 촌급 서비스참(站)을 점차 건립할 것을 제기
하였다. 2011년 연말 현재 각급 수의관리 체제개혁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지되었고 기층의 동물방역 공공서비스기구가 보편적으로 마련되었다.
중국의 수의관리 체제는 개혁을 통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수의 공
공재정 보장체제를 기본적으로 수립하였고 수의사업기구 간의 관계가
점차 제 자리를 잡았으며 수의사업능력이 뚜렷하게 제고되었고 수의사
업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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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수의 관련 인재 양성에 뚜렷한 성과
최근 각급 목축업･수의 관련 행정관리부문이 수의관리 체제개혁을
계기로 관방(官方) 수의 인재, 전문직 수의 인재, 향촌 수의 인재, 촌급
동물방역 요원의 역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동물역병의 예방퇴치사
업에 견실한 인재풀을 제공하였다. 현재 전국의 부처, 성, 시(지역), 현
등 4개 등급의 수의사업기구에 종사인원이 11만 명이고 향진수의참의
종사인원이 14만 명이며 향촌수의 종사인원이 26.7만 명이다. 동시에
촌급에서 노무형식으로 고용한 동물방역요원이 64.5만 명에 달한다. 농
업부는 전문직 수의제도를 마련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고 전문직 수
의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4만 3,837명이 전문직 수
의자격을 취득하였다. 2009년 10월 중국 수의협회가 설립된 이래 지역
수의협회 등 자율적인 조직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10.5. 투입이 계속적으로 확대
정부는 동물방역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였는
데 특히 2004년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물리친 이래 《전국 동물방역체
계건설규획(全国动物防疫体系建设规划)》를 제정･실시하였다. 누계 투자
액이 124.32억 위안인데 이 중 중앙재정의 투자가 91.78억 위안이고 지
방재정의 투자가 26.27억 위안이며 기업이 6.27억 위안을 조달하였다.
기초시설건설을 통해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체계, 동물위생 감독체계,
수의약에 대한 감찰과 잔류 수의약에 대한 감독통제체계, 동물방역 기
술지원체계 등 4개 분야의 기초보장능력을 진일보로 제고하고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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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 기초시설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중앙, 성, 현, 향 등 4개 등
급의 동물역병 예방통제 네크워크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으며 전국의
동물방역체계 건설이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다.
동물역병 예방통제체계 면에서, 국가급 동물역병 예방통제 정보화 사
업 2개를 완성하였고 성급 동물역병 예방통제센터 28개, 현급 동물방역
참 2,685개, 향진 수의참 3만 4,172개를 설립하였다. 동물역병에 대한
주동적인 모니터링 차수와 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였고 면역과 모니터링
업무의 품질과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각급 응급 준비요원과 응급물
자 비축이 강화되었고 동물역병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경보, 응급에 대
한 반응, 기층 동물면역의 업무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의무면역
보조, 도살 보조, 무공해화 처리 보조, 기층 동물방역사업 보조와 동물
방역체계 건설을 일컫는 ‘4보조 1건설’ 정책을 출범･실시하였고 동물방
역에 대한 공공재정보조체제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었다.
동물위생 감독체계 면에서, 성급 동물위생 감독소 26개, 성(省) 경계
의 동물위생 감독검사참 8개, 지역시급 동물방역검역참 30개, 현급 동물
위생 감독소 2,521개, 변방의 동물격리시설 1개를 설치하였다. 동물위생
감독체계의 검역검사능력과 감독법집행 수준이 뚜렷하게 강화되었고
동물표시 및 역병 추적체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 수준이 지속
적으로 제고되었다.
수의약에 대한 감찰과 잔류 수의약에 대한 감독통제체계 면에서, 국
가급 수의약 잔류기준 실험실 5개, 국가급 수의약 안전평가실험실 8개,
성급 수의약 감찰소 28개를 건설하였고 중대한 동물역병 백신 생산기업
19개를 지원하였다. 수의약 심사비준사업이 규범화되었고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가 점차 강화되었으며 잔류의 위해가 점차 통제되었다. 수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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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구조가 갈수록 합리하게 되었으며 수의
약 경영질서가 크게 개선되었다.
동물방역 기술지원체계 면에서,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센터, 국가
수의 미생물센터,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의 생물안전 4급 실험실, 국가
구제역 참고실험실, 동물역병 연구실험실 8개, 조류독감 항원 비축고 1
개, 농업부 축산제품 품질안전 감독 감사센터 등을 건립하였다. 중국 동
물방역의 기술지원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고 중대한 동물역병과
사람과 동물이 공동으로 걸리는 역병에 대한 진단 및 유행병학에 대한
기초연구능력이 제고되었다.

11. 목축업과 수의사업의 발전 가속화
미래의 한 시기 동안은 중국의 목축업 발전방식이 전환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샤오캉(小康)사회의 형성이 가속화되면서 목축업과 수의사업
의 발전에 더욱 높은 요구가 제기되었고 또한 더욱 넓은 발전공간을 제
공하였다. 목축업은 농업･농촌경제에서의 지위가 점차 제고되고 육류,
알류, 유제품 등 채람자 제품의 시장이 다방면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중앙은 목축업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계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현대목
축업의 건설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수의사업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
이 되었으며 목축업･수의사업은 전망이 밝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목축업은 중국 농업영역에서 시장화를 가장 일찍이 시작한 산업이고 자
금투입이 가장 집중되고 과학기술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산업으로서
이 기회를 잘 잡는다면 목축업은 농업･농촌 경제에서 솔선하여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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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기에 목축업과 수의 사업의 발전 목표가 더욱 높고
제약요소도 많으며 외부환경도 복잡하다는 것, 일부 장기적으로 누적된
모순과 문제가 더욱 첨예해지고 새로운 모순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출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축업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육류, 알류, 유
제품의 생산이 자원과 환경 두 가지가 모두 긴장한 시기에 진입하였고
축산 사육은 원가와 위험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시기에 진입하였으며 축
산물의 품질안전은 고민감시기에 진입하였고 ‘삼목’(목민, 목축지역, 목
업)을 위한 사업은 관건적인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도
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사육방식이 총체적으로 낙
후하고 생산이 파동적이며 기술보급과 서비스체계 건설이 뒤처졌다. 환
경보호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쇠고기･양고기의 공급이 계절별과 지역별
로 부족하며 축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체계가 박약한 등의 문제들이 진
일보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의사업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세 가지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살아있는 축산물의 장거리 유통방식, 동물제품에 대한 수요의 강성 증
가 추세, 동물과 동물제품에 대한 국제경쟁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추세
등 세 가지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물위생에
감독관리능력이 동물제품의 품질안전수준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
고 동물역병에 대한 예방통제경비의 투입이 예방통제임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지지능력이 예방통제사업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한 시기 동안 목축업의 발전은 과학적인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
철하여 목축업의 과학기술 촉진을 중점으로 하고 목축업의 발전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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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노선으로 해야 한다. 축산물의 효과적인 공
급, 축산물의 품질안전, 초원의 생태환경 개선 등을 보장하는 세 가지
기본 임무를 둘러싸고 현대목축업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개선하고 착실하게 실시하며 과학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축산의
표준화 규모 사육을 추진하고 모니터링･경보 통제를 강화하며 사료와
신선유의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초원의 생태환경보호
를 강화하는 것 등에 주력함으로써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농촌 경제의 발전에 새롭게 공헌해야 한다. 목축업의 발
전 과정에서 수의사업의 발전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 ‘세 가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하고 질병의 종류, 지역, 단계를 나누어
동물역병 예방퇴치 전략을 실시하며 수의위생 감독･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수의의 공공서비스와 사회화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키
고 목축업의 생산과 인민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동물역병
에 대해 계획을 갖고 통제, 정화, 소멸함으로써 샤오캉사회의 전면적인
형성과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유력한 지지와 보장을 제공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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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진기업의 승급전환 새로운 단계에 진입

당16대 이래 향진기업27)은 등소평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을 지도
로 하고 과학발전관을 전반적으로 집행하였다. 농민의 취업소득 증대를
목표로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체제구조와 기
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농산물가공업과 레저농업을 적극 발전시켰다. 농
민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산업이전과 연결을 추진하여 구조배치를
정비하고 산업의 차원을 승급시켜 특색우위를 증강하였다. 이로 인해
향진기업 자체 수준이 크게 강화되어 전반적인 승급전환과 혁신발전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1. 새로운 성과 취득, 새로운 공헌 실현
당중앙과 국무원은 향진기업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여왔다. 2004년
이래 중앙정부가 출범한 9개 중앙 1호 문건은 모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2004년, 후진타오 총서기는 산둥성, 허난성의 향진
기업을 시찰할 당시 “향진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현대화의 필수적
방향이다. 향진기업은 농촌지역 각종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였고

27) 향진기업은 농촌집체경제조직 혹은 농민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면서 향진(소속농
촌포함)지역에서 농업을 지원하는 의무를 진행하는 각종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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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를 변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향진기업의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였다. 2011년 향진기업은 13만 억 위
안 상당의 부가가치를 실현하였는데 2002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연간 증가율은 12.8%에 달한다. 규모 이상 농산물가공업의 총생산액은
15.07만 억 위안, 2002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하여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실현하였다. 향진기업은 중국 농촌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그림 1>.

그림 1.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성장 동향, 2002~2011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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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乡镇企业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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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민 취업소득 증대의 중요한 경로
2011년 말 기준 향진기업은 농촌이전노동력 1.62억 명을 고용하였는
데 2002년 대비 2,900만 명 증가하였고 농촌취업인구수 중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7.6%에서 40.0%로 상승하였다. 2011년 향진기업의 임금 지
불 총액은 2.6만 억 위안으로 2002년의 2.33배로 연간 10% 증가한 수준
이다.

2011년 농촌주민이 향진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일인당 소득은

2,471위안으로 2002년 대비 1,611위안 증가하였고 농가 일인당 소득 중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4%로 0.7% 제고하였다<그림 2>. 2011년 기
준 규모 이상 농산물가공기업은 총 7.95만 개, 종사인원은 1,926.44만
명에 달하였다.

그림 2.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향진기업의 공헌 상황, 2002~2011
단위: 위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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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乡镇企业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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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는 중요한 역량
“3농”정책에서 발생한 향진기업은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을 건설하며
농촌의 사회적 지출을 보조하는 등 분야에 전력하였다. 10년 이래, 향진
기업의 농업지원 누적 지출 규모는 2,415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 중
2011년 투자규모는 401억 위안으로 2002년의 2.24배이다. 농산물가공기
업은 자금과 기술투입을 적극 확대하였고 농산물원료기지와 시장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하였으며 농산업의 연결을 연장하여 농업의 종합수익
을 증가하였다. 전국 농산물가공업 생산액과 전반 농업생산액의 비율은
0.6:1에서 1.8:1로 제고되어 10년 동안 하나의 새로운 중국농업을 창조
한 성과를 이루었다.

1.3. 현권역 경제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둥
2006년 중앙 1호 문건은 “산업정책에 적합한 향진기업의 발전을 고무
격려하고 현권역 경제를 확대･발전한다.”고 제기하였다. 현재, 동부 발
달지역 향진기업의 현권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40～60%이다. 산
둥성 서우광(寿光)시 2011년 향진기업 부가가치가 서우광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4%에 달하였다. 중서부와 동북지역 일부 시･현의
향진기업 기여도는 70% 이상을 초과하였다. 예를 들면 스촨성 룽창(隆
昌)현의 비중은 72.1%, 랴오닝성 시우앤(岫岩) 만족자치현의 비중은
77.1%에 달한다. 향진기업의 발전상황이 좋은 지역일수록 현권역 경제
발전의 증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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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농촌과 소도시건설의 중요한 산업
향진기업, 농산물가공업의 발전은 신농촌, 소도시건설을 촉진할 수
있고 소도시는 산업발전, 시장발육, 요소집결, 열정상승 등 발전국면을
형성하여 신농촌건설을 인도하였다. 동부지역의 쟝수성 쟝인(江阴)시 화
시(华西)촌, 저쟝성 펑화(奉化)시 텅터우(藤头)촌, 중서부지역의 지린성
쓰핑(四平) 훙주이즈(红嘴子)촌, 헤이룽쟝성 치치하얼(齐齐哈尔)시 싱스
스(兴十四)촌, 신쟝 타청(塔城) 싼완(三湾)촌 등 지역은 향진기업을 발전
시켜 신농촌과 소도시건설을 촉진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2. 새로운 성장점 형성, 새로운 경험 축적
당16대 이래, 중국의 향진기업은 경제사회발전의 객관요구를 준수하
고 농민 취업소득 증대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
였다. 과학기술혁신을 진행하고 종합수준을 제고하였으며 국제금융위기
의 영향을 극복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였다.

2.1. 향진기업의 승급전환은 새로운 성과를 취득
첫째, 산업구조조정과 배치정비는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향진기
업은 발전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낙후한 생산력을 도태하고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제조업의 발전을 제한하여 청결산업, 하이테크 기술산업
의 발전을 인도하여 산업구조는 지속 승급하였다. 2011년 전국 향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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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업은 9.16억 위안 부가가치를 실현하였는데 이는 2002년의 4배정도
이다. 제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3만 1,615억 위안으로 2002년의 4.5배이
고 전체 향진기업 부가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의 21.6%에
서 23.8%로 상승하였다. 향진기업의 2차, 3차 산업구조는 2002년의
77.4: 21.6에서 75.0:23.8로 조정되었고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제고하였다<그림 3>. 규모화 향진공업기업의 농산물가공업 비중
은 지속 제고하여 2011년에 32.5%에 달하여 3분의 1을 차지하였는데
2002년 대비 5.6% 상승하였다. 향진공업기업이 단지구역화, 시스템화로
발전하였고 집결도도 지속 제고되어 각종 향진기업단지가 1만 개를 초
과하였다. 단지 내 향진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 향진기업 부가가치 중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하여 2002년 대비 12% 제고하였다.

그림 3.

향진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동향, 2002~2011

2011년

74.98%

23.77%

2005년

76.95%

21.90%

2002년

77.38%

21.56%

0%

20%
1차산업

자료: 《中国乡镇企业年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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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의 자주혁신 능력이 증강하였다. 2011년 전국 향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센터와 연구개발 기구는 총 6.77만 개에 달하여
2002년 대비 50% 증가하여 혁신발전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2011년 향
진기업의 중등전문대학 및 기술학교 이상 문화수준 종사자 수는 3,600
만 명으로 2002년의 2.8배이고 비중도 2002의 10%에서 24%로 제고하
였다. 향진기업 종사자의 전반 수준은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혁신발전에
학문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셋째, 구역 경제발전의 조화가 증강하였다. 지역별로 플랫폼을 적극
건립하여 이전, 결합을 인도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구역경제의 조화발전
을 추진하였다. 광둥성은 “등롱환조(腾笼换鸟)28)” 전략을 실시하여 전통
적인 노동집약산업을 동서 양측과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쟝수성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1,000여 개 농촌기업들이 상호 협력하는 행동을
전개하여 상대적으로 침체한 북부지역 향진기업의 성장을 인도하였다.
중서부지역은 산업이전을 연결하는 강도를 지속 확대하였다. 2011년 동
부, 중부, 서부, 동북지역 향진기업의 총생산액 비중은 57.9:20.4:12.1:9.6
이었다. 이는 2002년에 비하여 동부지역이 3.6% 하락하였고 중부, 서부
와 동북지역은 각각 2.1%, 0.9%와 0.6% 상승하여 지역 간 발전이 조화
를 이루었다<그림 4>.

28) 설비기술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파시켜 원래 있던 것을 대신해서 새로운 프로젝
트를 진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광동모델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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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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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乡镇企业年鉴》.

2.2. 농산물가공업의 혁신발전은 새로운 국면을 개척
중앙정부는 농산물가공업을 고도로 중시하였다. 2004년 중앙 1호 문
건은 농산물가공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인도하고 주산지역이 식량 위주
원료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지지할 것을 지적하였다. 2007년 중앙 1호
문건은 이자보조, 주식참여투자와 세수혜택 등 우대정책을 통해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2년 중앙 1호 문건은 농
민전업합작사이 기초가공과 저장설비를 건설하는 데 대해 보조를 지급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농산물가공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중앙정부 편제판공실과 농업부는
2005년 11월과 2006년 8월 농업부향진기업국에 농업부농산물가공국 간
판을 추가하였다. 강력한 정책추진과 시장인도, 과학기술의 촉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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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기업, 농민전업합작사와 기타 시장 주체는 경제사회발전의 객관법
칙을 준수하고 새로운 단계 진입 요구에 적응하여 농산물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구조조정, 산업집결, 기술혁신과 전용원료기지건설 등을 가
속화하여 농산물가공업의 쾌속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중 성장활력
이 가장 큰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첫째, 산업규모가 쾌속 확대되었다. 2003～2010년 8년 동안 중국의
농산물가공업 총생산액은 2.75억 위안에서 12.27억 위안으로 연간 24%
성장하였다. 식품가공업 생산액이 농산물가공업 중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50%로 제고하였다.
둘째, 산업의 집결 추세가 뚜렷하다. 각 지역은 자원과 구역우위에 따
라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켰다. 식량생산핵심구역은 식량가공기업 집결
을 인도하였고 비식량 농산물우위구역은 축산물, 과채류와 수산물가공
기업 집결을 인도하였다. 연해 발달지역은 수출형기업의 집결을 인도하
였고 대도시 교외지역은 과채물류 용두기업의 집결을 인도하였다. 동시
에 농산물가공기업의 등급상승을 적극 인도 및 추진하였다.
셋째, 연구개발체계건설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가농산물
가공기술연구개발체계는 하나의 국가농산물가공기술연구개발센터와 261
개 전문화된 하위 센터로 구성되었는데 농산물가공분야 국가와 성급 중
점 실험실을 포함하였고 가공업계 중 대부분 선두기업을 집결하였으며
업계 내 과학기술과제와 중대기술보급과제를 책임졌다. 현재 연구개발
체계는 “플랫폼 건설”에서 “플랫폼 이용”으로 전환하여 점차 자원통합,
정보공유, 연합추진, 전업화발전, 혁신응용 등 대규모 플랫폼을 형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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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레저농업은 농민 취업소득 증대의 새로운 특징으로 부상
당16대 이래 도시화 발전의 가속화와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제고에 따
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레저소비에 대한 요구가 쾌속 성장하였다. 향진
기업, 광범한 농민, 농민전업합작사와 각종 시장 주체는 레저농업에 대
량 진입하였다. 레저농업은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을 관통하고 생산,
생활과 생태기능을 융합하고 농업, 농산물가공업, 서비스업과 밀접히
연결하는 신형의 산업형태와 소비형태로 부상하였다.
첫째, 산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기준, 전국 레저농
업과 농촌관광의 연간 영업소득이 1,500억 위안에 달하였다. 연간 관광
자수가 7억 명을 초과하였고 농가락(农家乐)29) 수가 150만 개, 레저농업
과 농촌관광산업단지 수가 2만 여 개를 초과하여 1,500만 농민의 취업
자리를 해결하였다.
둘째, 산업유형이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지역별 자연특색, 지역우위,
전통문화, 생태환경과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혁
신하고 발전형식을 확대, 고향문화를 발굴, 문화적인 창의를 중시하여
농가락, 레저농장, 레저농업단지와 민속촌 등 다양한 형식, 다원화된 기
능, 특색을 갖춘 모델과 유형을 형성하였다.
셋째, 발전방식이 지속 변화하였다. 농민의 자발적인 발전방식에서
점차 각급 정부의 계획인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경영규모는 소규모
다량 분포로부터 점차 집결분포, 집약경영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기능도

29) 농가락은 농가가 도시 현대인에게 자연에 돌아가는 듯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
하는 신흥의 레저관광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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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능에서 레저교육체험 등 다산업 일체화경영으로 전환하였다. 공
간배치도 관광지주변과 도시교외부터 점차 발전에 적합한 많은 구역으
로 전환하였고 경영 주체는 농가경영 위주에서 점차 농민합작조직과 사
회자본 공동투자경영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브랜드건설을 지속 추진하였다. 각 지방은 고(高), 특(特), 신(新),
기(奇) 특징을 중시하여 레저농업 유명브랜드를 적극 개척하였다. 청두
(成都)의 “금화5송이(五朵金花)”, 장시성 우웬(婺源)과 광시 루어핑(罗平)
의 유채화축제, 베이징 다씽(大兴)의 수박축제, 저쟝성 위요우(余姚)의
블루베리축제와 장쟈지에(张家界)의 연꽃축제, 네이멍구, 신쟝 등 지역
의 초원휴가와 구이저우성 마을축제여행, 상하이 충밍(崇明)섬 치앤웨이
(前卫)촌과 안후이성 탕우에(棠樾) 패방촌, 베이징 소우탕산(小汤山) 특
이채소단지, 싼시성 양링(杨凌)농업 하이테크 산업시범단지와 랴오닝성
주앙허(庄河)의 말산장 등 유명 브랜드가 대량 나타났다.
레저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민 소득증대, 농업 수익증대와 농촌발
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① 농업의 질적 향상과 수익증대를 촉진하
였다. 농가는 경지의 기존 속성을 유지하는 기초에서 레저관광, 농사체
험, 과학보급시범을 적극 발전시켜 농업의 문화계승 기능을 확대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13.5만 개 레저농업 경영 주체의 토지 생산가치는
무당 1만 1,997위안으로 전국 농업용지 생산가치의 6.2배이다. 쟝수성
주이룽(句容)시는 10만 무 포도단지를 형성하여 포도따기를 주된 전략
으로 하고 농가레저 등 다양한 산업을 융합･발전시켜 당지역의 새로운
풍경을 형성하였다. ② 농민의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인도하였다. “산
지가 관광단지로 변하고(产区变景区), 노동이 운동으로 변하고(劳动变运
动), 노무가 창업으로 변하는(打工变创业)” 전략에 따라 소득증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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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개척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레저농업 종사자의 일인당 생산액
은 5.41만 위안으로 동기 전국 농업노동력 평균 생산액의 2.75배에 달하
였다. 레저농업이 하나의 취업기회를 증가시키면 전반 산업군은 5개 취
업기회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스촨성의 레저농업 향진의 농가당 순소
득은 단순 농업을 진행하는 향진 대비 15% 이상 높고, 스타급 농가락에
종사하는 농민의 연간 소득은 10만 위안을 초과한다. 싼시성 시샹(西乡)
현 청관(城关)진 리앤화(莲花)촌은 1.2만 무 앵두산지를 레저농업으로 발
전시켜 현재 레저농가 86호를 건립하였고 400여 명 촌민의 취업을 해결
하였으며 2,000여 명 촌민의 일인당 연간 소득 3만 위안을 달성하게 하
였다. ③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추진하였다. 레저농업 전업촌 발전을
핵심으로 재배양식업, 가공, 레저관광이 결합하고 생태환경이 아름다우
며 집약화 정도가 높고 레저기능을 겸비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였
다. 역사가 유구한 농경문화, 농후하고 순박한 농촌문화, 다채로운 민속
풍토는 개발, 보호, 계승과 집결되어 신농촌건설을 서비스하는 주도산
업을 형성하였다. 싼시성 리우추앤(礼泉)현 우앤쟈(袁家)촌은 관중농경
민속촌을 핵심으로 “수구여구(修旧如旧, 옛것을 원래와 같게 수리)”하는
방식으로 옛 찻집과 옛 공방 100여 개를 보호･개발하였고 관중 특색을
갖춘 시리즈 음식과 민간공예품을 개발하였으며 문화공사를 창립하여
주변지역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주말과 휴가일에 찾는 최우선 선호지역
으로 발전하였다. ④ 소비수요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레저농업과
농촌관광의 대중적인 소비, 중복소비와 최종소비 특징을 갖는 것으로
시장파급 범위가 광범하고 소비수요가 크다. 중국 농촌지역은 70%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도시민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농업
을 알고 생활 속박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는 새로운 천지이며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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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심사이다. 2007년 이래 베이징시 레저농업과 농촌관광의 연간
관광객 수가 1,000만 명 이상을 유지하였고 2011년에는 1,669만 명에
달하였다.

2.4. 농민창업은 향진기업발전의 새로운 성장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민창업을 고도로 중시하여 정책지지, 행정
인도, 교육훈련,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제공 등의 분야에서 농민들의 창
업을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호한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2011년 말 기준 520만 농민공이 외부에서 습득한 기술, 축적한 경험과
자금을 이용하여 농촌에 돌아와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공상기업을 설
립하였다. 창업자당 3.8개 취업자리를 창조하였고 창업기업 총수는 전
국 향진기업 총수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농민창업은 주로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갖는다. ① 창업 주체는 대부분 도시에 진출하여 기술 및 관
리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과 농촌지역에서 수공업, 회계, 판매 등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② 창업업종은 주로 규모화 재배양식업과 일반 공
상업으로써 소규모기업이 주류이다. 노동집약형 수공작업이 주류이고
자금은 대부분 자체자금 혹은 민간대출에 의존한다. ③ 창업방식은 능
력자, 산업클러스터와 전업시장의 인도에 의존한다. ④ 창업목적 중
60.9%가 소득증대, 18.1%가 인생가치 실현을 위함이고 13%가 기술을
발휘하기 위함, 8%는 가정지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⑤ 창업기회는 현
지 산업특색, 취직경험축적, 외래기업의 인도, 정부격려와 지지에 기원
한다. ⑥ 창업유형은 가정경영형, 경영회귀형, 취직전환형, 클러스터인
도형, 기업분열형, 친인척도움형 등을 포함한다. ⑦ 대부분 창업자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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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조직을 설립하였다. 절반에 해당하는 농가가 가정과 독립한 기업
혹은 회사를 설립하였다. 동부지역의 농민창업산업은 대부분 공상업에
집중하였고 독립회사를 설립하였다. 반면 중서부지역은 경영규모가 작
거나 경영방식이 영활한 창업자는 주로 가정창업 형식을 취하였다.
10년 동안 향진기업 및 특색우위산업의 농산물가공업과 레저농업은
승급전환, 혁신발전, “3농” 근접, 집결발전을 통해 억만 농가의 생산적극
성과 광범한 농촌의 각종 자원요소를 결합시켰고 정부의 중시, 농민들의
추대, 사회의 호평을 받았으며 또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첫째, 특색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농민 취업･창업과 소득증대를 촉진하
였다. “농”자를 중요시하여 농업연장산업, 농업을 서비스하는 산업, 노
동집약형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다. 농촌공익사업을 중점 발전시키
고 농촌의 능력자와 도시로 진출하여 노동에 종사했던 귀향 인원들의
기업창업을 지지하며 취업으로 창업을 인도하고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
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술혁신과 설비가공개조를 가속화하고 산업화 승급을 촉진하
였다. 과학기술진보를 중시하고 자주혁신의 방향을 견지하며 산･학･연
결합을 강화하고 혁신집성과 소화흡수 재혁신을 전개하며 기업의 핵심
기술과 자주지식재산권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형식, 경로를 통
해 고수준 기업가팀, 과학기술인재와 양호한 집적기능을 갖춘 직원팀을
배양하였다. 전통농민의 사고방식을 적극 변화시키고 농민의 시장 주체
의식을 배양하며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셋째, 산업클러스터를 적극 발전시키고 특색구역의 경제발전을 촉진
하였다. 농촌의 2차･3차산업의 규모화, 구역경제일체화, 산업발전 특색
화는 필연추세로 형성되었다. 소도시는 산업발전, 인구집거, 시장확장의

200

해외농업시리즈 12

양호한 상호협동 국면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전문적이고 정밀한 특색
산업과 기업은 능동적으로 산업군의 각 단계에 진입하여 융합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분공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며 협력을 통해 윈-윈 효과
를 이루어냈다. 우위산업 육성과 전업시장의 인도역할에 따라 시장을
통해 산업을 부흥하고 산업을 통해 시장을 촉진하는 시장과 산업 간 상
호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였다.
넷째, 순환경제 방향으로 발전하고 에너지절감과 배출감소를 촉진하
였다. 국가산업정책을 관철하여 감량화, 재이용, 자원화 원칙에 따라 고
에너지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청결한 생산을 진행하고 자
원을 순환･이용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며 산업의 순환식 조합과 기업순환
식 생산, 자원순환식 이용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품질표준과 브랜드건설을 중시하고 사회형상과 시장경쟁력
을 제고하였다. 국내외 선진표준에 따라 품질안전과 과학기술수준을 제
고하고 우수품질, 고효율, 안전, 생태 유명 브랜드제품을 육성하였다. 유
명상표와 브랜드제품을 출시하였고 제품의 가치수준을 제고하였다.

3. 새로운 조치 단행, 새로운 돌파 시도
당16대 이래 각급 행정관리부문은 혁신하고 열심히 사업하며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돌파를 시도하였다.

3.1. “승급전환”을 핵심으로 향진기업의 속도･질･효율성이 안정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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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 구역합작 추진, 산업클러스터 육성, 서비스체계 구축, 기술
능력훈련 강화, 농민창업 촉진 등 사업을 통해 향진기업의 지속･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였다.
첫째, 향진기업의 우월한 구조승급을 촉진하였다. 허베이, 산시, 싼시,
간수, 네이멍구 등 지역은 자원경제가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산업과 제품 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 장수, 저장, 상하이, 텐진, 광둥,
푸잰 등 지역은 산업구조 승급을 촉진하였고 선진제조, 신에너지, 신재
료, 신의약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산둥, 랴오닝, 후베이, 후난, 구이
저우, 장시, 안후이 등 지역은 장려정책을 제정하고 단지경제를 육성하
며 기업클러스터화 발전을 인도하였고, 전후방 산업연결과 기업분공합
작을 적극 추진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 플랫폼건설을 강화하였다. 텐진, 안후이, 싼시, 충칭
등 지역은 블루증서 훈련공정을 적극 실시하고 직업기술능력개발을 강
화하였다. 동시에 농민창업을 촉진하는 것을 중대한 민생 공정으로 간
주하여 정책지지, 과제추진, 기지건설, 창업보조인도, 공공서비스 등 사
업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장수, 산둥, 저쟝, 허베이 등지는 구역
보장기구설비를 중시하고 소기업의 대출위험에 대한 보상력을 확대하
며 기업의 자금긴장상황을 완화시켰다.
셋째, 구역 간 산업의 질서 있는 이전을 촉진하였다. 상하이, 장수, 저
장, 산둥 등지역과 허난, 간수, 지린, 헤이룽장, 구이저우, 신장, 칭하이,
티벳 등 지역은 산업 간 연결 플랫폼을 건립하여 동서협력을 추진하고
기술, 자금, 인재, 노무, 정보 등 분야의 합작과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구
역 간 윈-윈 발전을 촉진하였다.
넷째, 인재육성과 직업기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향진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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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비축요구를 민족하기 위해 2002년 농업부는 《향진기업의 직업기술
능력훈련과 심사검증사업을 진일보 진행할 데 대한 통지(关于进一步开
展乡镇企业职业技能培训与考核鉴定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국가급 향
진기업직업기술능력검증지도참 1개, 성급검증참 32개와 572개 사업참
을 건립하였다. 2002년 이래 향진기업 직원 260만 명이 각종 훈련에 참
여하였는데 이 중 85.7만 명이 심사검증을 통과하여 국가직업자격증을
획득하였고 47.7만 명이 농업분야의 국가직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0년 한해 동안 검증을 진행한 인원 수는 10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6배에 달하였다.

3.2. “배치 정비, 혁신 발전”을 핵심으로 농산물가공업을 증강
산업집결을 인도하고 혁신체계를 정비하며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원
료기지를 건설하며 표준체계를 안정시키고 업종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
업을 통하여 농산물가공업의 쾌속발전을 촉진하였다.
첫째, 기술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였다. “플랫폼 설치(边搭平台), 성과
창출(边出成果)”의 건설방향에 따라 실력을 갖춘 연구원･소, 고등교육기
관과 기둥기업에 의존하여 전국 범위에 농산물가공기술 연구개발체계
를 건립하였다.
둘째, 농산물가공에 대한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강화하였다. 산업안전
을 보장하고 업종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하기 위해 국가통계국의 통계자
료를 위주로 하고 업종협회와 검측점의 관련 데이터를 보충으로 하는
정보수집경로를 건립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가공업의 경제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업종별 전문가가 농산물가공 중점 업종에 대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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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분석을 진행하도록 팀을 구성하였다. 곡물제조, 식용식물유가공 등 7
개 업종의 관심문제와 돌발사건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적시
에 조기경보정보를 발표하였다. 국제농산물가공표준추적경로 8개를 건
립하여 CAC, ISO 등 국제표준조직과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표준에 대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기술무
역장벽, 서비스기업의 수출, 정부의 과학결책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성
과를 취득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품질표준체계를 개선하였다. 중국의 현행 효과적인
농산물가공 국가표준이 2,618개 항, 농산물가공 업종표준이 2,349개 항
으로서 농산물은 “산지에서 식탁까지(田头到餐桌)”의 품질표준체계를
형성하였다.
넷째, 농산물산지의 기초가공 혜민(惠民)공정을 실시하였다. 농산물
수확 후 감모현상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모절감, 공급증대, 균형
출하, 가격안정, 품질제고, 소득증대 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부와
재정부는 2012년부터 농산물산지의 기초가공에 대한 보조과제를 가동
하였다. 시설당 평균 건설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정책보조표준에
따라 “우선 건설, 추후 보조(先建后補)” 방식을 취하여 농가와 농민전업
합작사가 농산물 저장, 신선도 유지, 건조 등 기초가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보조하였다. 중앙재정은 5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여 12개 성급
지역에서 감자저장움, 과채저장고와 건조 등 세 개 유형 총 18개 규격의
시설에 대해 보조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농산물가공업의 공공 플랫폼을 적극 설립하였다. 산둥, 허난,
지린, 네이멍구, 허베이, 후베이, 후난, 산시 등 지역은 농업자원에 따라
농산물가공업의 주력방향을 선정하였다. 산둥성은 과채, 수산물과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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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공업을 적극 발전시켜 국내 제1 농산물가공 대성이 되었다. 지린
성의 농산물가공 생산액은 자동차와 석화공업의 생산액을 초과하여 업
종별 중 1위이다. 허난, 허베이성은 밀가공을 적극 발전시키고 핵심기업
을 대량 육성하였다. 네이멍구는 유제품가공을 발전시켜 “중국 유제품
수도” 칭호를 적극 유치하였다. 베이징, 산시, 하이난, 구이저우, 신쟝 등
지역은 특색 농산물가공제품 설명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품의 지명도와
시장점유율을 제고하였다. 랴오닝, 허난, 후난, 닝샤 등 지역은 농산물가
공 기술과의 연결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기술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
시키고 기업과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이 장기간 협력관계를 건립
하도록 하였다.

3.3. “인도, 규범, 서비스”를 핵심으로 레저농업의 새로운 성장점을
개척
첫째,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고 정책적 인도력을 확대하였다. 2010년
국토자원부와 농업부는 공동으로 시설농용지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와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여 레저농업의 용지정책을 규범화하
였다. 《전국 레저농업발전 “12･5”계획(全国休闲农业发展“十二五”规划)》
을 조직 및 제정하였다. 레저농업 표준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표
준체계의 프레임을 형성하였으며 관리규범화와 서비스표준화를 점차
추진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전반 제고하
였다. 농업부는 2011년 전국 레저농업 공공서비스가 “도시진입(进城),
농가입주(入户)” 하는 공정을 가동하였다 전국 레저농업 서비스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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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고 “매력 있는 도시와 농촌(魅力城乡)” 홈페
이지를 구축, 핸드폰 문자서비스 플랫폼을 건립하였고 전국레저농업 정
보서비스 전화 ARS–4000365960번 개통 등 경로를 통해 “365일 날마다
다채로운 생활, 960만 곳곳마다 아름다운 국토” 목표를 적극 실현하였
다. 현재 전국 12만 개 레저농업 경영 주체가 정보를 발표하였고 일별
방문자 수는 10만 명에 달한다.
셋째, 시범창건을 지속 진행하고 인도력을 수립하였다. 농업부와 국
가관광국은 연속 3년간 전국 레저농업과 농촌관광시범현, 시범점에 대
한 창건활동을 조직하였다. 동시에 중국 레저농업과 농촌관광 분회가
스타급에 대한 인증을 얻도록 지도하였다. 농업부는 연속 3년간 중국의
최대 매력 있는 레저농촌 추천활동을 진행하여 전국 범위에서 레저농업
특색이 뚜렷하고 풍부한 문화를 보유한 지명도가 높고 강력한 시범인도
역학을 갖춘 레저농촌을 선정하였다.
넷째, 업무지도를 적극 강화하고 업종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하였다.
농업부와 국가관광국은 수차 공동으로 전국레저농업과 농촌관광 회의
를 개최하고 전국레저농업의 경영주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시
에 《국내외 관련 국가와 지역의 레저농업 발전상황(国内外有关国家地区
的休闲农业发展情况)》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레저농업의 발전 분위기
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베이징, 쟝수, 후난, 저쟝, 스촨, 하이난,
장시, 상하이, 후베이, 푸잰, 안후이, 광시 등 지역은 지역특징에 맞게 지
역, 환경, 농업 및 민속문화 특색을 중요시하여 핵심적인 지지정책을 출
범하고 레저농업발전계획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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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책지지, 성공사례 시범, 공공서비스”를 핵심으로 한 농민창업
추진은 새로운 성장점으로 형성
첫째, 농민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농민공이 귀향하여 창업하
는 열풍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적시에 정책을 발표하여 농민공의
귀향 창업에 대한 지지정책을 실시하여 대출, 세금감면, 공상등기, 정보
자문 등 분야를 지원하였다. 정책지원, 행정심사비준, 공공서비스 등 분
야가 농업창업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창조하였다. 2010년 중앙 1호 문
건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공공취업 서비스체계를 건립하고 농업생
산기술과 농민공 기술능력훈련을 적극 진행하며 훈련자원을 정돈하고
훈련사업을 규범화하여 농민들이 과학적으로 경작, 취업, 창업하는 능
력을 증강할 것을 요구하였다. 창업이 취업을 인도하는 정책조치를 개
선하여 농민공의 귀향창업과 농민들이 인근 지역에서의 창업을 정책지
지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가 농민창업을 전체 국민 창업
의 전략사업으로 승급하여 계획하고 고려함을 상징한다. 2012년 중앙 1
호 문건은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청년의 농업창업과 농민공의 귀향창업
과제에 대해 보조와 대출지원을 부여할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농민창
업에 대한 국가의 지지가 구체적인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고 재정자금과
대출혜택 측면에서도 창업의 수요를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 이래, 지방별로 농민창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제정
하여 농민창업의 정책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둘째 농민창업을 조직 및 인도하였다. ① 산업적 인도에 의존하였다.
특색산업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용두기업의 산업 확장을 격려하여
산업화생산과 사회화협력을 실행하였다. 계약생산, 제품 중간단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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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 농민이 업종분공과 협력체계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농민을 도와
창업의 길을 개척하였다. ② 합작조직의 인도에 의존하였다. 농촌경제
합작조직의 집합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종 업종협회에 대한 지지력
을 확대하여 “하나의 협회를 조직(组建一个协会), 하나의 산업을 인도
(带动一个产业), 한 지역의 경제를 번영(繁荣一方经济), 일대의 주민을
부유(富裕一方百姓)”하게 하는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산둥성 일부
지역은 농민전업합작사 및 그 합작사가 설립한 가공기업이 생산경영에
서 실현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중 지방에서 남기는 부분에 대해 정액
지지를 부여하였다. ③ 성공한 창업자의 인도에 의존하였다. 성공한 능
력자의 인도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정보가 영활하고 판매경로가 광범
하며 경험이 풍부한 특징을 이용하여 농촌 동일업종 업자의 창업참여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농업과학기술인원의 과학기술 장점을 발휘하여 농
업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추진하여 농민창업을 인도하였다. 당원간부
의 인도역할을 발휘하여 소액 무이자 대출방식으로 창업을 지지하였다.
셋째, 공공서비스로 농민창업을 보장하였다. 창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였다. “정부가 플랫폼을 제공, 플랫폼은 자원을 정돈,
자원으로 기업을 서비스”하는 사업방향에 따라 소기업 창업서비스센터
를 구축하고 농민창업을 위해 “원스톱” 창업교육과 정책업무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장수성은 각종 서비스와 훈
련기구가 귀향 창업자를 위해 법률법규, 경영관리, 과학기술 분야의 지
식과 기술능력 훈련을 진행하여 농민의 창업능력과 경영관리수준을 제
고할 것을 격려하였다. 칭도우시는 “정부가 중개를 지지하고, 중개가 기
업을 위해 서비스”하는 모델로서 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종합성 서비스
플랫폼을 개척하여 정보서비스, 융자담보, 전자상거래, 창업지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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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법률서비스, 기술지지, 정책업무서비스와 국제교류협력 등 “8+1”
서비스 기능을 설립하였다. 사회중개기구와 전업화서비스조직을 도입하
고 시장화 운행과 정부보조가 상호 결합하는 경영방식을 이용하여 농민
창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넷째, 창업훈련이 농민창업을 촉진하였다. 정부 주도로 조직하여 시설
설비, 훈련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분야별 훈련자원을 통합하며 도
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 광범한 농민들에 핵심
적, 실용적, 단계별 교육훈련과 창업지도를 진행하여 농민의 창업능력을
제고하였다. 일부 농민훈련기지를 인증 및 건립하고 해빛훈련, 비이슬계
획, 로켓훈련 등 기술능력을 제고하는 훈련계획을 조직 및 실시하였다.
고급기술학교가 인도하고 직업기술학교와 직업훈련센터를 주요 근거지
로 하며 민간운영 직업훈련기구를 보충으로 하는 “대훈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형식, 차원, 경로의 직업기술능력훈련을 진행하였다.
직업학원, 대학교의 자원우위와 농촌지역 전문대학이 “3농”에 근접하는
등 우위를 발휘하여 농촌노동력 이전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취업 의향이
있는 농민과 귀향 농민공을 상대로 집근처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창업기지가 농민창업을 촉진하였다. 한 면으로 창업자와 입
주기업을 상대로 양호한 생산경영 장소와 기초시설을 제공하였다. 다른
한 면으로는 창업자를 위해 정책업무대리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지역별 창업기지건설은 주로 다음과 같은 4개 방식이다. ①
민영기업이 출자하고 도농계획의 공업단지 혹은 과학기술단지 내에 창
업교육기지를 건립하였다. ② 정부재정이 출자하고, 하나 혹은 몇 개 정
부부처의 사업기관이 법인으로 되어 도농계획을 통해 공업단지 혹은 과
학기술단지 내에 창업교육기지를 설립하였다. ③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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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기관이 출자하여 도농계획의 공업단지 혹은 과학기술단지 내에
창업교육기지를 건립하였다. ④ 파산기업의 작업장과 방치한 건물, 창
고 등을 약간 개조하고 분할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
하여 창업자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충칭시는
귀향창업농민공들이 임대, 도급 등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방치한 토지,
작업장, 농촌의 변두리 지역, 농촌지역의 철수한 초등･중학교 건물, 황
산, 사막 등 장소를 이용하여 창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격려하였다.

4. 새로운 도전 직면, 새로운 목표 수립
현재 중국은 공업화 중반기 단계에 진입하여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농업농촌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였다. 향진기업, 농산물가공업과 레저농업이 직면
한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자체도 심각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요구와 임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12･5” 기간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세계화가 점차 발전하고 국제
산업분공도 진일보 구체화될 것이며 과학기술혁신은 새로운 돌파를 요구
하여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은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향진
기업, 농산물가공업과 레저농업은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된 공략으로 삼고 구조･전략적 조정을 주요
방향으로 하며 과학기술진보와 혁신을 중요한 버팀목으로 하고 “삼농”서
비스를 출발점과 목표지로 삼으며 체제구조혁신과 대외개방을 강력한
동력으로 하여 과학발전의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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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향진기업은 농민이 인근지역에서 출로를 모색하는 전략을 견지,
연평균 10% 쾌속성장을 적극 추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향진기업은 산업구조가 특색우위형과 “삼농” 연
관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간배치가 산업클러스터와 구역
조화방향으로 전환하며 성장방식은 집약함축형과 혁신추진형으로 전환
하며 발전모델은 자원절약형과 환경친화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
다. 농민들이 인근지역에서 취업하도록 광범한 경로를 개척하고 농민
취업소득 증대, 농업농촌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공헌하여야 한다.
또한 향진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0%정도에 달하여야 한다.

4.2. 농산물가공업은 농산물부가가치 증대에 주력,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0.1% 상승
“12･5” 계획기간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농산물가공업은 발전방식전
환을 가속화하고 자주혁신 능력을 향상하며 산업구조조정을 확대하여
야 한다. 또한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고 자원에너지감모를 감소하여 가
공업 생산액과 농업생산액 비중의 연평균 0.1% 성장을 실현하여 2015
년에 2.2:1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산업체인이 길고 과학기술 함
량이 높으며 브랜드 영향력이 강한, 연평균 판매소득이 백억 위안을 초
과하는 대규모 기업그룹을 발전시켜 2015년 규모 이상 기업 비중이
30% 정도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위구역에서 생산액이 백억 위안
을 초과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2015년 구위구역의 식량유가공,
과채류가공, 가축도축과 육제품가공, 우유 및 유제품가공, 수산물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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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액이 각각 전국의 85%, 70%, 50%, 80%와 80% 이상을 차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수준을 크게 제고하여 2015년 중국의 주
요 농산물가공 비중이 65%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이 중 식량은 80%,
과일은 20%를 초과하여야 하고 채소는 10%, 육류는 20%, 수산물은
40%를 초과하여야 한다. 주요 농산물의 정밀가공 비중은 45% 이상에
달하고 농산물가공부산물 종합이용비율은 뚜렷하게 제고하여야 한다.
규모 이상 기업은 전반 품질관리체계를 건립하고 품질안전과 추적체계
를 형성하여야 한다. 2015년 ISO 등 체계인증을 통과한 규모 이상 농산
물가공기업 비중이 65%를 초과하고 농산물품질안전은 효과적 보장을
획득하여야 한다. 에너지절감, 배출감소가 뚜렷한 효과를 획득하여야
한다. 2015년 농산물가공업의 단위당 생산총액 중 종합에너지소모 비중
은 “12･5” 기간 말에 10% 정도 하락하고 규모 이상 기업의 에너지소모,
물자소모는 국제 평균 수준보다 낮아야 하며 공업용 폐수배출 표준도달
비율이 100%에 달하여야 한다.

4.3. 레저농업은 농업기능을 확장하는 데 주력, 관광방문자수와
판매소득 모두 연평균 15% 이상 성장
“농민을 풍요롭게 하고, 농업을 개조하며, 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방식전환, 지위 제고, 발전을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 레저농
업의 지속･쾌속 발전을 전반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농업생산과
정, 농민노동생활과 농촌의 풍속･경관을 중요시하고 도시와 관광지 주
변, 산･물･목 특색구역, 소수민족지역과 전통농업구역을 중점으로 분류
하여 계획하고 실정에 맞게 혁신모델을 모색하고 특색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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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통합하여 기능이 각이하고 특색 및 우위가 뚜렷한 레저농산업지
대와 산업단지를 적극 육성하여 개성화, 다원화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
도록 한다. 둘째,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레저농업의 공공기초시설, 서
비스시설, 안전시설,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종사인원에 대한
훈련 등 분야의 사업협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셋째, 관련 업종의 관리경
험을 벤치마킹하고 산업발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별 발전의 실
제와 모델 특징을 결합하여 레저농업의 발전표준을 제정하고, 하드건설
과 소프트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서비스능력을 제고하고 발전 뒷심을 증
강하여야 한다. 넷째, 시범창건과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적극 진행
하고 종사인원의 수준과 사회영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5년 동안 새로
운 형태의 레저농업을 통해 농업을 즐거운 산업으로 개조하고 농촌을
행복한 정원으로 건설하며 농민을 풍요롭고 존엄을 지닌 집단으로 변화
시키도록 한다.

4.4. 농민창업은 개척분야를 모색하고 창업을 지지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
과거 농민들을 제2차･3차 산업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던 데로부
터 1차, 2차, 3차 전반 분야에서의 창업인도로 전환하고 농민창업지원을
“12･5”의 중요한 임무로 삼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정책
지지를 적극 쟁취하고 각급 재정을 능동적으로 조화하여 농민창업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정의 인도역할을 발휘하며 농민창업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가 기업등기, 금융대출,
세수관리, 비용표준, 시장진입, 부문서비스 등 분야의 장벽을 낮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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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기지건설을 중시하고 정부가 지지하며 각 계층
의 투자를 격려하는 방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각종 단지, 규모가 큰
방치된 작업장과 장소, 전업화 시장 등 농민들이 집거창업을 진행하기
에 유리한 장소를 충분히 이용하여 연속 가능한 농민창업기지를 건설하
도록 하여 창업자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창업서비스를 위해 캐리어를
개척하도록 한다. 셋째, 창업서비스를 중시하여야 한다. 도시창업서비스
와 하이테크기업의 창업경험과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창업과제설명, 창
업교육,

기술기능훈련,

정책･법률･관리자문･장소설비

제공,

증서처리,

금융대출, 제품검측, 시장개척 등 분야에 이르는 전반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넷째, 성공자의 방향인도를 중시하고 서로 다른 단계와 유형
의 전형적인 경험을 총결하며 시범보급을 진행하여 농민창업에 대한 인
도역할이 깊이 있고 광범하게 발전하도록 한다. 다섯째, 규범화로 제고
하도록 한다. 창업초기에 지지를 강화하는 외에 설립한 기업의 생산, 경
영에서 직면하는 기술난점과 관리난제의 해결을 돕고 시장위험에 대처
하는 능력을 증강시켜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한다.
“12･5”기간과 향후 일정 기간은 샤오캉사회를 전반적으로 건설하는
관건 시기이고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쾌속 전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각급 행정관리부처는 자체체계와 관련 종사자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영도가 지지하고 부처별로 협조하며 조화하는 관리서
비스 구조를 건립하여야 한다. 국가의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실제에 부
합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환발전의 경험을 총결하여야 한다. 다양한 언
론매체, 중대한 활동개최, 성공한 시범 등 방식을 통해 홍보 및 인도를
확대하고 양호한 발전환경을 창조하며 향진기업, 농산물가공업, 레저농
업과 농민창업의 대발전, 대제고를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
해 공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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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성과

당16대 이래, 중앙정부는 농업과학기술을 농업농촌사업의 중요한 지
위에 놓았다. 당17기3중전회는 “농업발전의 근본 출로가 과학기술진보
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4년 이래 연속 9년 중앙 1호 문건은 농업과
학기술에 대해 중요한 배치를 진행하였다. 10년 이래, 당중앙, 국무원은
신세대 농업농촌경제발전의 형세에 입각하여 시대요구에 부합하는 농
업기술발전의 노선방침 정책을 제기하였고 농업의 발전방식을 전환하
고 현대농업발전의 전략적 임무를 가속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중
국특색이 있는 농업현대화 길을 견지하는 기본방향을 확립하였고 농업
과학기술의 전반 실력을 세계 선두로 높이자는 목표를 제기하였으며 일
련의 중요한 정책적 조치를 출범하였다. 중앙정부의 과학적인 방침과
인도하에 중국의 농업과학기술 사업은 장기간의 진보를 취득하였고 체
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중대한 성과를 얻었다. 농업기술보급서비스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고 인재배양도 새로운 발전을 획득하였으며 기초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011년, 식량 단위당 생산량 증가가 전
체 생산량 제고에 대한 기여도는 85.8%에 달하였고 과학기술진보의 농
업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53.5%에 달하여 과학기술은 중국 농업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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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과학기술 체제개혁과 구조혁신
1.1. 농업과학기술체제개혁의 추진
당16대 이래, 국제적으로 농업과학기술혁명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형세하에 농업구조 전략적 조정에 적응하고 현대농업발전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따라 각 부처는 당중앙의 결책을 집행하여
농업과학기술의 국가목표 방향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과학기
술발전의 전략배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농업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학과건설을 강화하였다. 학과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명확한 방
향, 뚜렷한 중점, 발전에 적합한 학과를 배치하였다. 중국농업과학원은
9대

학과를

설치하였고

중국수산과학연구원과

중국열대농업과학원은

전반의 자원을 통합하여 각각 15개 중점학과를 설치하였다. 개혁을 통
해 농업과학연구의 학과를 개선하였고 학과의 중복 개설, 과학연구력의
분산 등 문제를 개선하였다.
둘째, 운영구조 개혁을 강화하였다. “공개, 평등, 경쟁, 우수선정” 원
칙에 따라 전원 임용제를 실시하였다. “기초월급+직위보조+업적장려”
임금제도를 실행하고 직위에 대한 장려분배구조를 개선하여 과학기술
자의 소득이 업적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는 과학연구자의 적극성과
과학연구 혁신활동의 효율을 제고하였고 “개방, 유동, 경쟁, 협조”의 신
형 운행구조를 형성하였다.
셋째, 인재팀 건설을 강화하였다. 중국농업과학원, 중국수산과학원,
중국열대농업과학원은 국내외로부터 고급 과학연구 혁신인재를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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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45세 이하 과학연구인원의 비율이 70% 이상에 달하였는데 이중
연구생 학력 소지자가 50% 이상에 달하여 유능하고 합리적인 구조의
과학기술혁신인재팀을 형성하였다.

넷째,

투입보장역량을 확대하였다.

공공재정으로 농업과학연구원에 대한 투입을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총
량도 증가하였다. 과학연구경비의 총수익이 연간 11% 증가하였다. 농업
과학연구에 대한 투입상황이 호전되었고 공익성 서비스가 진일보하게
되었다.

1.2. 농업과학기술 구조혁신의 성과
농업과학기술에 존재하는 분할관리, 자원분산, 산학연 분리, 과학기술
과 경제의 “양장피(两张皮)”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건설을 가속화하였다. 농업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등 부처와
광범한 농업과학연구기관은 농업과학기술의 자원조건과 중국특색에 입
각하여 과학기술 관리혁신을 추진하여 성과를 얻었다. 2007년 현대농업
산업기술체계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제품을 단위로, 산업을 주요 노선으
로, 산지에서 식탁까지,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구개발에서 시장까지 모
든 단계를 긴밀히 연결하는 기술연구개발과 서비스체계를 수립하였고
벼, 옥수수, 밀, 생돈 등 50여 개 주요 농산물을 포함하였다. 공익성 업
종(농업)에 대한 과학연구 특정자금을 집행하였고, 주로 현재 농업생산
중에서 공공적, 관건적, 응급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데 사용하
였다. 전국 우수한 과학연구팀을 집중하여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
농업재해방지와 감소, 농업기계화, 비용절감 및 효율증대 등 분야에 대
한 연구지원을 진행하였다. 몇 년 동안 중대과제 집행을 통해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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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기원하고(任务来源于生产), 성과는 생산과 결합하여 형성하며
(成果结合生产形成), 효과는 생산의 검증을 받고(效果受生产检验), 인재
가 실천 속에서 성장하는(人才在实践中成长)” 농업과학기술관리의 신모
델을 구축하였다.
첫째, 산업요구를 발전방향으로 하는 입안구조를 수립하였다. 농업생
산의 실제에 입각하고 산업요구를 시스템으로 정리하며 연구임무를 간
결화하고 과제별 발전문제, 핵심기술, 실시내용, 평가지표, 관리구조와
임무분공을 명확히 하여 연구내용을 산업요구에 맞추고, 연구성과가 쾌
속 전화 및 응용되고 생산의 실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농업과학기술
과 생산의 긴밀한 결합을 추진하였다.
둘째, 위로부터 아래로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를 모색
하였다.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자원배치에 따라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하
여 현존의 국가와 성 부급 중점연구실, 공정(기술)센터, 개량(분)센터 중
에서 우수한 기관을 과제집행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아래에서 위로의
조사연구를 통해 과학연구임무를 형성하고 위에서 아래로 집행을 배치
하여 우위역량과 우위자원의 응집력을 촉진하였고 과학연구인원들이
각자 분산되거나 과도하게 경쟁하는 등의 문제를 피하도록 하였다.
셋째, 경비투입을 위한 안전지원구조를 구축하였다. 농업생산규칙과
농업과학연구의 특징에 따라 중점산업으로 삼고, 관건생산단계의 과제
에 대한 경비예산은 과학연구임무를 진행하는 실제요구에 따라 집행하
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하여 과학연구인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생산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농업생산 중점기술이 전문가팀의 장기간 추적과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고, 농업생산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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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생산에서의 실제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심사구조를 건
립하였다. 기존에 SCI논문, 특허, 수상 등을 핵심으로 하던 평가체계를
전환하여 농업생산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업종분야에서의 실제 공헌
을 중요시하였다.
다섯째, 부처, 학과, 구역을 뛰어넘는 연합협력구조를 강화하였다. 국
가목표, 산업요구와 농민수요에 따라 부처별, 구역별, 기관과 학과별 경
계를 타파하고 우위 과학기술자원을 집결하고 과학연구 역량과 우위단
지를 결합하여 농산업의 발전을 지탱하는 강대한 과학기술력을 형성하
였다. 전국 1,000여 개 농업과학연구소, 학교, 보급, 기업단위의 8,000여
명 전문가가 현대농업산업기술체계 건설과 공익성 업종(농업) 과학연구
특정자금 집행에 참여하여 산업수요에 따라 중대 과학기술성과를 대량
연구･개발하였고 동시에 생산에 대규모 시범응용을 진행하였다.

2. 농업과학기술 혁신의 성과
2.1. 농업과학기술 기초사업의 발전
중국은 1999년부터 과학기술 기초사업을 실시해왔다. 과학기술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과제를 집중 지원하
였고 부처, 학과를 뛰어넘어 연합집행할 것을 격려하였다. 또 2006년 과
학기술 기초사업에 대한 특정자금을 집행한 이래 농업과학기술의 기초
사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농업과학 데이터에 대한 정리, 분석과
축적 그리고 농업과학기술 자료를 수집, 가공과 총결하는 면에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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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종질자원에 대한 검증, 보호저장과 이용 등 측면에서도 모두 뚜
렷한 성과를 취득하여 농업과학기술발전에 상당한 영향과 추진역할을
하였다. ‘11･5’기간에 진행한 “토양도보편집 및 디지털토양구축(土壤图
籍编撰及数字土壤构建)”은 제2차 전국토양조사 데이터에 대해 구조적
보호를 진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국가공정의 중점지역을 우선 건
설하였고 1,000개 현의 토양도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성하여 기본농경지
건설, 토양에 따른 처방시비, 경지지력조사, 물오염처리 등 국가공정을
유력하게 진행하였다. “윈난 및 주변지역의 농업생물자원조사(云南及周
边地区农业生物资源调查)” 과제는 윈난성 서부, 서북과 남부지역에 대
해 3차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여 자원샘플 2,000여 개를 수집하였고
동시에 윈난성지역 농업생물자원의 분포규칙, 증감변화와 이용현황 등
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원
보호와 이용 사업에 중요한 참고가치를 갖고 있다.

2.2. 농업기초연구의 성과
당16대 이래, 중국 농업기초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농작물
핵심자원과 기능요소, 분자개량과 잡종의 우위에 대한 이용, 농산물품질
형성, 수비(水肥)자원의 고효율 이용, 농작물병충해와 서해, 경지품질변
화, 농업생태, 외래생물 침습, GMO 생물안전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색
하여 단계적, 급진적 진전으로 국제 학술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 물종기원과 종질자원에 대한 기초연구가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
다. 수도, 밀, 대두 등 중요 농작물의 물종 기원을 제시하였고 “게놈학에
기초한 작물의 종질자원학” 학과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게놈재료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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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재료를 대량 배양하였고 양질･다수확･내병성 신유전자를 대량 발굴
하였다.
둘째, 농업유전육종이론과 방법이 장원한 발전을 취득하였다. 벼, 밀
등 농작물의 가지형 키낮춤, 잡종우위이용 원리, 품질과 생산량 형질기
능 유전자 및 핵심친본유전자 구성과 이용효능, 가금의 중요 경제형질
형성 원리 등 분야에서 큰 성과를 취득하였다.
셋째, 식물영양생리와 대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전형적인
농업구의 주요 재배제도 하에서 질소･인 비료를 적게 시비하고 효율을
증대하는 기술과 농경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모델을 제기하였고, 국제적
으로 첫 질소고정박테리아 슈도모나스균 스튜쳐리(Pseudomonas stutzeri)
A1501 전게놈 서열 측정을 완성하였으며, 대두의 질소린 고효율 ‘이상
근 배열’을 구축하였다.
넷째, 농업병충해의 발생발전 규칙과 농업생태연구가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 중국 밀의 녹병, 수도의 도열병의 유행규칙, 질병성 변이원인을
밝혔고 담배가루이, CroftonWeed, 소나무선충 등 침습생물의 침습원리
와 특징에 대한 연구도 완성하였다.
다섯째, 토양전화규칙과 농업생태의 기초연구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질량토양학”이론을 창건하였고 최초로 초업시스템의 계면론(界面论)을
제기하였고 부동한 생태환경과 생산유형에 따라 중국에서 일곱 개 우수
생태-생산 정규형을 탐색하였다.
여섯째, GMO 생물안전성 연구가 큰 발전을 가져왔다. 유전자의 표
류, 예상과 비예상 반응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였고 GMO
생물안전의 신흥학과를 발전시켜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선진국과 평등
한 대화를 진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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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고신기술연구의 새로운 성과
당16대 이래, 농업고신기술분야에서는 자주지식재산권을 갖춘 중대
과학기술성과를 대량 취득하여 농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고 중국
농업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증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슈퍼벼
등 우량품종 및 관련기술을 배육･보급하여 주요 농작물의 단위당 생산
량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하였다. “협우9308(协优9308)”, “량우배구(两
优培九)”, “국도1호(国稻一号)”, “국도6호(国稻六号)” 등 세계 선진수준의
슈퍼벼 신조합을 선택육종하였다. 2011년 수퍼벼 보급면적이 667만 ha
를 초과하였다. “왜패(矮败)밀”30) 및 관련 고효율 육종기술은 일반 육종
방법 대비 기능면에서 100배를 제고하여 밀육종방법에서 중대한 혁신
을 실현하였다.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일반 면화 대비 25%이상 증산을
실현할 수 있는 3기 교잡충 저항면화를 성공리에 배육하였다. “중쌍(中
双)”, “화잡(华杂)” 등 “쌍저(双低 저에루스산, 저글루코시놀레이트함량)”
유채신품종을 배육하여 중국 유채생산은 생산량형에서 우질다수확형으
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류인플루엔자, 돼지 청이병 등 동물 백
신과 건강양식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양식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공공위
생안전을 보장하였다. 2004년, 신형H5아형 유전자재조합 조류인플루엔
자 멸활 백신을 성공리에 연구･제조하였고 2006년에 조류인플루엔자뉴
캐슬병 재조합의 2연활 백신을 연구･제조하여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응
용을 진행한 RNA 병독활케리어 백신이 되었다. 국가 1급 신수약증서를

30) 왜패밀(矮败小麦)는 중국농업과학원 작물연구소 류빙화(刘秉华)연구원이 연구제작
한 자주지식권을 갖는 유전자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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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수의용 화학약물 “Quinocetone(喹烯酮)”31)을 성공적으로 연구제
조하였는데 이는 가금의 설사 발병률을 50~70% 감소시켜 중국 목축업
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

2.4. 농업중대관건기술연구의 성과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고
자원환경의 제약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품종증산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간편한 고효율 재배양식기
술을 집성하고 동식물병충해퇴치 기술을 연구하며 신형의 실용적인 농
업기계를 연구제조하고 농업자원을 고효율로 이용하는 연구를 적극 진
행하여 많은 관건기술 문제를 해결하였다.
첫째, 신품종을 대량 배육하였고 우량종우량법을 추진하여 식량의 지
속적인 증산을 실현하였다. 수도품종이 내항성이 취약하고 품질수준이
낮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질･다수확･내항성 수도신품종을 배육
하였고 관련 재배기술을 정립하였다. 시범보급면적이 1,467만 ha에 달
하고 34.9kg 증산을 실현하였으며 직접경제수익 129억 9,000만 위안을
실현하였다. 황회해 지역의 가뭄, 간열풍 등 기후조건이 밀생산의 주요
문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濟)밀22호 등 가뭄과 열풍에 내
성이 강한 신품종을 배육하였다. 옥수수의 파종밀도가 부족하고 쉽게
쓰러지고 내성이 약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종배치를 정비하고

31) 喹烯酮(Quinocetone)은 중국농업과학원 란저우(兰州) 목축과 수의약연구소에서 연
구제조한 가금약 품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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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경작제도를 혁신하는 방법을 통해 옥수
수의 다수확, 안정생산을 담보하는 기술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시범보급면적이 667만 ha에 달하고 10%이상 증산을 실현하였다.
둘째, 간편･고효율 양식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농기계와 가공기술을 결
합하여 농업생산효율을 제고하였다. 수도기계의 이앙재배 효율을 제고
하기 위해 하우스 육묘기술을 결합하여 기계로 옮겨 심는데 적합한 종
묘를 배육하였고 발형담상(钵形毯状) 이앙기 육모판을 연구제조하여 정
위(位)･정량(量)으로 모를 취하여 기계 파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
반 기계 이앙 대비 kg당 300kg~600kg 증산을 실현할 수 있었다. 동북지
역 한전은 경작층이 얕고 토양질이 하락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
년에 땅을 깊이 갈고, 묘대를 바꾸고, 교체 휴식하는 관착형(宽窄型) 옥
수수 재배모델을 연구 및 건의하였다. 땅을 깊이 가는 심송(深松)기구와
선경량(旋精量) 연합파종기를 연구제조하여 심송･다수확 재배기술을 형
성하여 시범구에서 ha당 2,250kg 증산을 실현하였다. 산간지역 감귤재배
의 노동력 강도가 높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조
작하기 쉽고 산간지역 작업에 적합한 과원운송기를 연구제조하여 감귤
농가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였다. “자동거여목절단압축수확기”는 1회적으
로 거여목 절단, 줄기압축과 풀찌꺼기를 펴는 등 작업절차를 완성하여
거여목의 수분과 기초단백손실이 감소하였고 목민들의 거여목 생산을
위해 톤당 500~600위안 소득증대를 실현하였다. 유채의 파종, 이식, 수
확, 선별, 건조 등 관건설비를 연구개발하여 유채기계화생산의 구역 기
술모델을 형성하였고 ha당 1,320위안 비용절감을 실현하였다.
셋째, 중대 농식물의 병충해 퇴치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농업
재해에 대한 방지 및 감소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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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였다. 주요 농산물의 중대 병충해에 대한 감독관측에 대한 예
비경보, 진단분석 및 약물연구개발과 종합퇴치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
하였고 많은 권한부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기술표준, 사용규칙 등
수백 개 조항을 제정하여 농업생물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강하였다. 벼멸구(褐飞虱), 혹명나방(稻纵卷叶螟) 등 2대 해충을 퇴치
하느라 화학농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항성품
종, 농약조치와 녹색농약을 합리하게 사용하는 종합퇴치기술체계를 구
축하였고 수도주산구에서 대규모로 시범 및 보급하여 ha당 6,750kg 증
산을 실현하였다. 밀의 백분(白粉)과 적독병(赤毒病)균의 변이속도가 빠
르고 품종이 병저항성을 쉽게 상실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균
의 군체유전구조를 분석하였고 1,000여 개 품종의 병저항성 평가를 완
성하여 감독관측 예비경보와 퇴치기술 체계를 개선하였고 평균 10% 증
산을 실현하였다. 동물역병이 목축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질병성 돼지 청이병, 콜레라 등 역병에 대
한 종합퇴치 기술을 연구하여 생돈군의 전반 활착율을 98% 이상에 달
하도록 하였다. 닭백혈병에 대한 쾌속 진단과 청결화 기술을 개발하여
난계의 종양/혈관종양 발병률을 50% 이상 감소시켜 매년 3억 위안 이
상의 경제손실을 감소시켰다. 다양한 가축의 종합면역규칙을 연구제정
하여 스촨, 산둥성 등 지역에서 시범･응용을 진행하여 면역을 위한 인
건비용 30%와 백신사용량 20%를 절감하였다.
넷째, 농업자원 고효율 이용모델을 혁신하여 토지와 농업 투입물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다. 농업생산
의 다모작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재생력이 강한 수도신품종 8개, 간작에
적합한 대두품종 26개와 겨울철 저항성이 강한 유채품종을 선택육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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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동한 생태구역 간 간작 재배기술과 윤작모델을 집성하여 2010
년에 재생수도 5만 3,000ha, 간작대두 11만 ha, 밀수확 후 이모작 유채
와 감자의 간작규모 2만 7,000ha를 진행하여 9억 6,000만 위안 추가 경
제수익을 실현하였다. 서북 가뭄, 반가뭄지역의 수자원이 부족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감자의 생산량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종합재배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12만 ha를 시범보급하여 ha당 2만 7,750kg 증산하
였고 직접 경제수익이 3억 2,000만 위안에 달하였다. 농업유기폐기물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유기비
료제품을 개발하고 오이, 토마토, 면화, 바나나 등 경제작물의 토전병해
(土传病害)를 효과적으로 퇴치하였다. 밀의 고효율 에너지절감과 청결안
전 가공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28개 성시 1,000여 개 가공기업들이 응
용하고 있고 전체 직접경제수익 150억 위안, 추가이윤 50억 위안을 실
현하였고 전기 31억 도, 밀 1,950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하였다.

2.5. 종자산업의 과학기술혁신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생물육종산업의 발전을 추
진하는 것은 국가식량안보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당16대 이래, 중국
의 생물육종산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잡종우위, 분자표기육종,
GMO 육종, 세포공정 등 수단을 충분하게 이용하여 수퍼벼, 다수확밀,
교잡옥수수, GMO 충저항면화, 교잡유채 등 많은 우량품종을 배육하여
전반 생물육종산업의 쾌속 발전을 인도하였다. 2008년부터 GMO 생물
신품종에 대한 특별조항을 가동하여 제품과 산업을 발전방향으로 삼고
중대신품종 배육 및 산업화를 핵심으로 하여 생물육종산업화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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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GMO 신품종 배육 성과가 상당히 큰 바 새
로 배육한 GMO 충저항성 면화신품종 66개의 전체 보급면적이 1,345만
ha에 달하고 경제수익 210억 위안을 실현하였다. 3기작 교잡충저항성
면화 육종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 배육한 4개 신품종의 보급면적이 40만
ha에 달한다. GMO 충저항성 수도와 매실이식유전자옥수수(转植酸酶基
因玉米)도 생산응용안전증서를 획득하였다. 혈청알부민주입 수도는 현
재 환경실험단계로서 알부민제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자주지식재산권
과 중요한 육종가치를 획득한 신형 Bt 살충유전자 10개, 신형항제초제
유전자 6개, 내항성, 병저항성, 우질, 다수확, 영양성분 고효율 이용 유
전자 37개를 획득하여 선진국가가 유전자 특허를 독접해온 상황을 타파
하였다. 규모화 자포니카 벼의 전화체계를 건립하였고 현재 전화효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규모화 수준을 5~6배 제고하였다. GMO 제품에
대한 분자특징검사, 환경안전평가와 감독관측 등 기술체계를 개선하였
고 GMO 생물안전보장능력을 제고하였다. 농업부는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가속화 육성 및 발전하는 데 대한 결정(国务院关于加快培育
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과 《국무원의 현대농작물의 종자산업 발
전을 가속화 추진하는 데 대한 의견(国务院关于加快推进现代农作物种业
发展的意见)》을 집행하기 위해 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 전략
적 신흥산업 발전 “12･5”계획(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十二五’规划)》을
초안하였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공동으로

생물육종능력건설과

산업화 특별조항을 실시하여 기업과 우위 과학연구원(소), 대학이 실질
적이고 장기간의 협력관례를 건립하도록 추진하였고 기업이 현재 종자
산업자원을 정합하여 종자산업 발전모델을 혁신하고 중국의 생물육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력을 제고할 것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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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18개, 밀 7개, 옥수수 18개 생물육종 과제를 가동하였다.

2.6. 농업기술도입과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성과
외국의 선진농업과학기술을 이용하고 국내 농업과학기술의 국제 선
진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세기 90년대부터 국제선진농업과학
기술 도입 계획(“948계획”으로 약칭함)을 가동하였다. 당16대 이래, “948
계획”은 산업의 발전방향을 중시하고 기술도입과 원시혁신, 집성혁신을
상호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고 기술도입, 소화흡수와 혁신보급을 통
해 중국 농업과학기술의 자주혁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였고 고
급 농업과학기술인원을 대량 육성하였으며 국제농업과학기술과의 교류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현재, 40여 개 국가로부터 선진농업기술
3,000여 항, 품종자원 9만여 개, 의기설비 1,440개를 도입하여 재배업,
목축업, 수의, 어업, 농기계, 농지개간 등 다양한 업종에 보급하여 농업
농촌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첫째, 동식물 종질자원을 대량 도입하여 중국의 식량, 축산물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력을 대폭 제고하였다. 농작물자원 9만여 건, 임목우량종
질자원 345개(품계)를 도입하였다. 지속 연구를 통해 50여 건 재료를 발
굴하였고 농작물신품종 600여 개를 배육하였으며 각종 작물의 보급면
적이 1억 ha를 초과하였다. 농작물종질자원 도입량이 국가농작물종질자
원 총 보유량의 21%에 달한다. 우수하고 희소한 축산품종자원을 도입
하고 개량을 진행하여 중국 메이리누(美利奴)면양, 중국 흑백무늬젖소,
초원적색소, 신장(新疆)갈색소, 삼강백색돼지, 베이징백색닭, 하얼빈(哈
尔滨)백색닭 등 가축신품종을 대량 배육하여 육류, 가금알과 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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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였다.
둘째, 현대농업관건기술을 대량 도입하였고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인도하였고 농업 현대화 수준을 높였다. 기술도입을 통해
농업기계와 농산물가공기술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였고 물, 토양, 비료,
농약 등 자원의 절감형, 친환경 기술을 보급하였다. 또한 농업생산에서
지역적 계절적 제한을 타파하였고 “육･알･우유”, “과채･과일･채소”시장
공급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농업현대화수준을 크게 높였다. 식용균을 예
를 들면, “11･5”기간 동안 국제우량종질자원 200여 건, 선진기술 8개항
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생산조건에 적합한 신기술과 품종 40여
개를 개발하였다.
셋째, 동식물역병퇴치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의 동식물역병퇴치 기술
수준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 세계 20여 개 국가로부터 다양한
동식물역병에 대한 검사와 종합퇴치기술을 도입하여 중대 동식물의 역
병에 대한 퇴치 기술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특히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외래 중대 동물역병에 대한 검사기술의 도입을 통해 외
래 중대 질병에 대응하는 퇴치기술 비축을 증가하였다. “조류독감 퇴치
기술”을 도입 및 연구･개발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135개 병원에 거의 전
부 도입하여 조류독감 역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축산업의 생산과 공공위생안전을 효과적으로 담
보하였다.
넷째, 국제농업과학기술과의 협력 및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연구 및 보급인재 팀을 육성하였다. 해외 유명한 전
문가 800여 명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고 1,000여 명의 중･청년과
학자를 외국에 파견하여 연수하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해외 유학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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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여 기술도입과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고 세계농업과학
기술 발전의 선두수준에 달하는 중･청년 농업전문가를 대량육성하였고,
일부 인재가 이미 국제농업과학기술계의 선두인물로 성장하였다.

3. 농업기술 보급서비스의 성과
3.1.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혁과 건설을 추진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는 과학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의 중요한
장치로서 농업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고 현대농업을 건
설하는 중요한 의지이다. 현대농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농민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기층 농업기술보급체계와 팀구성이 불안정
하며 보장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당16대 이래, 중앙정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를 개혁 및 건설할 데
대한 중요한 배치를 진행하였다. 당17기3중전회는 농업 공공서비스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관리구조를 혁신하고 인원수준을 제고하여 3년 내에
전국에 향진 혹은 구역의 농업기술보급 등 공공서비스 기구를 전면 건
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무원의 《기층 농업기술보급체계건설을 심화하
는 데 대한 의견(关于深化改革加强基层农业技术推广体系建设的意见)》
은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혁과 건설 사업에 대해 전면 배치를 진행
하였다. 각 지역, 각 부처는 당중앙의 결책배치를 적극 집행하였고 개혁
과 건설을 강화하고 신시기 농업발전요구에 부합하는 기층농업기술보급
체계 개혁과 건설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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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층농업기술보급 기구를 기본적으로 정비하였다. 현권역의 농
업특색에 따라 현과 향 2급 농업기술보급기구를 정비하였고 관건농업
기술보급, 동식물역병과 농업재해에 대한 방지와 제어, 농산물품질에
대한 감독관리, 농업자원환경에 대한 감독관측, 농업공공정보와 훈련교
육서비스 등 공익성 기능을 집행하였다. 동시에 농자재공급, 동물질병
진료 및 수확후 가공, 판매경영 등 서비스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시장화
방식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다. 직위임무에 따라 과학적으로 편제를
진행하고

농업기술보급인원

편제의

전액을

재정예산에

포함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기층농업기술보급기구가 기본적으로 정비되어 총
9만 5,000개 기구로서 이 중 현급 기구가 2만 2,500개, 현급 이하 기구
가 7만 2,500개였다. 편제 내 기층농업기술인원수는 총 62만 7,000명이
고 이중 현급이 25만 4,000명, 현급 이하가 37만 3,000명이었다. 일부 성
과 지역에서는 관리체제를 혁신하여 향진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인원, 업
무와 경비를 농업부처가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분담 문제로 인사관리와
일관리가 서로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향진정부가 관리를 진행하는
향진농업기술보급기구는 농업주관부문이 농업기술보급의 계획제정, 조
직실행, 사업심사 등 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둘째, 농업기술인원의 팀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인원에 대한 편제,
직위지정과 채용제도를 추진하였고 공개채용, 경쟁임직 등 형식을 통해
우수한 전업기술인원을 농업기술보급팀으로 흡수하여 채용계약서를 체
결하고 직책의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농업부가 농업기술인원에 대한 훈
련을 적극 진행하였다. 2008년, 전국범위에서 기층농업기술인원 대규모
훈련활동을 진행하였고 전국 전문학원, 농업과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인원 40여만 명을 교육하였다. 2009년, 기층농업기술인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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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갱신훈련계획을 가동하여 집중반교육, 타지역교육 등 방식을 통해 현
과 향 2급 농업기술인원 8만 명을 농업학교에 집중시켜 훈련교육을 실
시하였다. 농업기술인원 학력제고계획을 실시하여 1만 명 핵심 농업기
술인원이 농업고등전문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인도하였다. 기층농업기술
특설직위계획을 가동하여 인재등용구조, 서비스구조와 지원구조를 혁신
하였다. 기층농업기술보급기구, 농민전업합작사, 농업관련기업, 농업전
업서비스조직 등을 매체로 농업관련 전공 졸업생이 기층에서 특설 직위
농업기술인원으로 부임하여 기층농업기술보급 서비스사업을 진행하도
록 인도하였다. 현재, 전국 기층농업기술인원중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
지자가 58.5%, 전업기술 직책이 74.1%를 차지한다.
셋째, 농업기술보급 시설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향진농업기
술보급기구의 관리체제가 자주 변동하고 업무용 건물이 오래되고 의기
설비가 노화되고 파손된 상황에 근거하여 2010~2011년 중앙재정은 12
억 위안 예산을 배정하여 중앙에서 정액보조를 진행하고 지방정부가 보
조하는 방식으로 전국 31개 성, 1,260개 현의 8,243개 향진농업기술보급
기구의 업무건물을 신축 혹은 재건하거나 검험검역의기 등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은 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업기술인원들이 업무를 진행할 장소가 있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단이 있고 농촌에 내려가는 도구가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
해 농업기술보급인원들이 광범한 농민들을 위해 적시에 고효율, 편이한
기술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중앙 1호 문건
의 요구에 따라 향진농업기술보급기구의 조건건설 항목은 전체 향진을
포함하게 된다.
넷째,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관리가 규범화되었다. 전국 기층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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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기구는 농민들의 농업기술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또 서비스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효율을 증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제도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기층농업기술보급사업의 규범화관리와
고효율 운영을 촉진하였다. 또한 인원채용제도를 진행하고 직위직책의
요구에 따라 전업기술인원을 선발하였다. 일부 성에서는 임직자격조건
시범을 진행하였다. 농업기술보급책임제도를 추진하여 현급 농업기술보
급 수석전문가, 현급기술지도원, 향진책임농업기술원 등 세 단계로 보
급책임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업적심사제도를 실행하고 서비스 대상자
와 주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심사구조를 건립하였고 심사결과와 농업
기술인원의 성과급, 승진, 임용, 기술지도원보조와 우수평가 등을 상호
연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원훈련제도를 진행하였다. 훈련계획제정, 방
식혁신, 훈련관리, 기지건설 등 분야를 포괄하는 농업기술인원의 지식
갱신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를 구축하였다. 제도건설을 통해 기층농업기
술보급체계사업의 활력을 증강하였고 농업기술보급서비스의 실제 효율
을 높였다.

3.2. 농업과학기술의 농촌과 농가진입을 추진
농업과학기술서비스 구조는 오랫동안 활성화가 부족하고 수단이 단
일하며 농업과학연구와 기술보급이 상호 분리되어 농업과학기술성과의
전화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여 과학기술의 농업산업발전에 대한 작용
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였다. 당16대 이래 관련 부문은 지역별 실천
경험을 총결한 기초 위에 자원을 정합하고, 관리구조를 혁신하고, 방법
수단을 정비하고 각급 농업과학연구, 학교, 보급기구의 적극성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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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농업과학기술이 농촌과 농가에 진입하도록 추진하였다.
첫째, 농업과학기술이 농촌과 농가에 진입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건
립하였다. 2005년, 농업부는 농업과학기술의 농가진입 시범공정을 실행
하였고 2009년에 관련 과제의 기초위에 전국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과
건설 시범현 과제를 실행하였다. 기술전문가팀 조직건설, 과학기술 시범
농가 선정, 주도품종과 주요기술 설명발표회, 시범단지건설 등 방식으로
“촌을 책임지고 농가를 연합하는(包村联户)”32) 사업구조와 “전문가-농업
기술인원-농업기술시범농가-복사인도농가”

기술서비스모델을

진행하였

다. 과학기술인원이 농가에 직접 방문하고, 우량종우량농법이 직접 밭에
전달되고, 기술요령을 직접 사람한테 전달하는 “과학기술성과 전화응용”
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였다. 2011년, 전국 800개 시범현에서 실험시범
기지 8,000개를 건립하였고 과하기술시범농가 80만 호, 복사인도농가
1,600만 호를 육성하였다. 2010~2012년 기간 동안 농업부는 “백일과학
기술서비스행동(百日科技服务行动)”,

“전년전반과정과학기술서비스행동

(全年全程科技服务行动)”, “과학기술대회(科技大会战)”활동과 “전국농업
과학기술촉진해(全国农业科技促进年)”활동을 연속 진행하고 전국농업과
학연구, 교학과 보급기관의 1만여 명 전문가와 60여만 명 농업기술인원
을 조직하여 구역별, 품종별, 계절별로 기술방안을 집행하고 기술훈련과
지도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전문가가 지
역을 선정하여 현과 연결을 맺고(专家定点联系到县), 농업기술인원이 농

32) 포천연호(包村联户)는 “백 개 촌을 책임지고(包百村), 만 호 농가를 연합하고(联万
户), 화목을 촉진(促和谐), 발전을 추구(谋发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농이
통합발전하고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을 가속화추진하여 도농공동건축을 실현하는 사
업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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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을 책임지고 농가와 연합하는(农机人员包村联户)” 농업과학기술을 농
촌과 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봄 가뭄, 저온, 홍수 피해 등 이상･불리한 기후조건에 대응하여
광범한 농업기술인원을 생산일선에 투입하고 재해상황을 적시에 조사하
게 하였다. 또 이들은 기술방안을 제정하며 농민들이 과학적으로 재해에
저항하도록 지도하여 생산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재해손실을 감소하
고 식량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둘째, 농업주도품종과 주요기술 설명발표제도를 점차 정비하였다. 품
종과 기술이 많고 또한 혼잡하여 농민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에 따
라 2005년부터 농업부는 기층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지방과 관련 전
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기초 위에 매년 작물별로 주도품종과 주
요기술을 선정하여 설명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방에서 해당지역
품종과 기술의 선정사업을 인도하여 우량종･우량농법 결합을 촉진하도
록 하였다. 설명발표회를 통해 농가가 우량품종과 선진적용기술을 선택
하도록 인도하였고 주도품종과 주요기술의 보급속도를 가속화하였다.
설명발표회를 진행했던 정밀9023(郑麦9023) 밀품종, 정단958(郑单958)
옥수수품종, 금우402(金优402) 수도품종 등은 현재 생산주도품종이 되었
다. 2007년에 설명발표를 진행했던 10개 밀품종의 총재배면적은 733만
ha로서 전국 밀총재배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토양측정 처방시비
기술, 수도한육희식기술(水稻旱育稀植技术), 대두재행밀식기술(大豆在行
密植技术) 등 성숙한 적용기술은 빠른 속도로 보급 및 응용되었다.
셋째, 농업기술보급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였다. 3G 기술을 기초로
하는 전국기층농업기술보급 정보화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베이징
다싱(大兴), 장수성 싱화(兴化), 허난성 루어허(漯河) 등 지역을 시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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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하고 기층농업기술인원에게 노트북, 3G 핸드폰을 제공하여
현대화한 서비스수단을 실현하였다. 또 “농민농촌(田间) 학교”모델을 적
극 보급하였다. 농업부는 농민농촌학교 지도원 훈련반 8기를 진행하여
농촌학교지도원 430여 명을 훈련시켰다. 농촌학교 2만 개소를 설립하여
식량, 채소과일, 생돈, 가금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였고 훈련을 받은
농민수가 3만 명을 초과하였다. 전국범위에 시범학교 60개소를 진행하
였다. 농업과학기술 네트워크 서옥(書屋)을 건립하여 8만여 명 기층농업
기술인원을 위해 학습, 자문과 서비스의 현대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TV, 신문, 핸드폰 문자 등 현대화 전파수단을 이용하여 농민들을 위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넷째, 다원화 농업기술보급서비스 국면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농
업기술보급사업의 관리이념을 혁신하고 “일주다원(一主多元)”의 원칙에
따라 공익적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주도역할을 발휘하는 기초 위에 농업
과학연구교학단위,

농민전업합작사,

농업관련기업,

농업전업서비스조직

등 단체가 농업기술보급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광범한 농업과학연구교학단위가 농업생산 일선에 침투하여 실험시범기
지를 건설하고 농민훈련을 진행하며 기술자문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인
도하였다. 연구원과 현의 공동건설, 학교와 기지의 협력, 과학기술특파
원, 전문가연구원 등 다양한 신구조, 신모델을 모색하여 형성하였다. 농
민전업합작사, 농업전업서비스조직, 농업관련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민을 위해 농자재공급, 실험시범, 표준화생산지도, 정보발표, 농산물
시장 경영판매 등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의 전반과정을 포함하는
전업화, 사회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다분야,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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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농촌 인재팀 건설 적극 추진
인재는 강국의 기본이고 농업농촌인재는 강농의 기본이다. 당중앙 국
무원은 농업농촌인재사업을 중시해왔다. 당16대 이래 중앙정부는 농업
고급인재 육성, 농업기술보급팀 건설, 농촌실용인재팀 건설, 신형농민육
성, 농촌인력자원 개발 등 분야에 대해 일련의 결책배치를 진행하여 농
업농촌의 인재육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농업농촌 인재팀 규
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구조를 점차 정비하였으며 수준을 대폭 제
고하였고 인재사용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4.1. 농업농촌인재 사업의 탐색
당중앙, 국무원은 농업농촌인재팀 건설을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사
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핸들로 삼고 당의 농촌에서의 집
정기초를 공고히 하고 접정능력건설과 선진적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중시해왔다.
첫째, 장원에 입각하여 통괄적으로 계획하였다. 2003년 전국인재대표
대회에서 처음으로 농촌의 실용인재를 인재사업 범주에 포함하였고 “농
촌의 실용인재팀 건설을 강화(加强农村实用人才队伍建设)”할 것을 제기
하였다. 2007년, 중공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실은 《농촌실용인재팀건설
과 농촌인력자원개발을 강화하는 데 대한 의견(关于加强农村实用人才队
伍建设和农村人力资源开发的意见)》을 전문 하달하여 농촌실용인재팀
건설과 농촌인력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전반 배치를 진행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농업과학기술 고급인재 특히 지도자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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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팀을 안정 및 튼튼히 하며 농촌실용인재를 대량 육성할 것
을 제기하였다.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강요(2010-2020년)(国家中长
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年))》는 농업과학기술인재를 국민경제 중
점분야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인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농촌의 실용
인재팀을 국가의 6대 인재팀 중 하나로 삼고 사업목표와 중요 조치를
제기하였다. 국가 12대 중대 인재공정 중에 현대농업인재의 지탱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조직지도와 홍보배치를 강화하였다. 이를위해 농업농촌 인재에
대한 사업목표책임제를 건립하였고 단계별로 집행하는 사업구조를 구
축하였다. 중앙인재사업조화팀은 농업농촌인재사업을 전반 사업과 동일
배치하고 동일검사를 진행하였다. 농업부가 팀장으로서 지도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등 부문의 주요 지도자가 회원으로 구
성된 현대농업인재 지탱계획부 조화팀을 설립하여 각 분야의 사업능력
을 조화롭게 통괄하고 농업농촌인재사업 중의 중대 문제를 연구 및 해
결하였다. 관련 언론매체는 중앙정부의 농업농촌인재사업에 대한 배치,
지역별 인재팀건설을 강화하는 경험과 방법을 적극 홍보하였고 노동,
지식, 인재, 창조를 존중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셋째, 인재계획과 인재지탱계획을 연구 및 제정하였다. 당중앙조직부,
농업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공
동으로

《농촌실용인재와

농업과학기술인재팀건설

중장기

계획(2010-

2010(农村实用人才和农业科技人才队伍建设中长期规划 2010-2020年)》을
발표하였고 농업부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와 공
동으로 《현대농업인재 지탱계획 실시방안(现代农业人才支撑计划实施方
案)》을 발표하여 농업농촌인재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진행하였

238

해외농업시리즈 12

다. 2011년 말 기준, 27개 성(구, 시)가 농업농촌인재 사업구조를 건립하
였고 22개성(구, 시)가 농업농촌인재 사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5개 성
(구, 시)가 농업농촌인재팀 건설계획을 편제하였고 25개 성(구, 시)가 농
업농촌인재팀 건설 관련 전문과제를 설립하였다.
넷째,

농업농촌인재사업의 구조혁신을

추진하였다.

농업농촌인재에

대한 선발, 배양, 평가, 사용 등 관건 단계에 우수인재가 성장하는 양호
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였다. 인재육성 측면에서 농업농촌경제의 과학발
전을 주요 노선으로 삼고 산업과제에 의존하여 인재를 육성하며 육성과
사용이 상호 분리되는 현상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인재평가 측면에서
정채혁신을 진행하였고 “사업 업적 공헌”을 강조하고 “민주, 공개, 경쟁,
우수선정”원칙을 견지하였고 적극적인 인재평가를 건립하였다. 인재선
발 측면에서는 업종내에서 인정을 받는 인재를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기
층단계에서의 선발을 중시하였으며 농업인재의 ‘덕’을 고려하였다.

4.2. 농업과학기술인재의 육성체계를 혁신
국가는 인재강국 전략을 실행하면서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중시
하였고 사업을 통해 인재를 모으고 실천을 통해 인재를 만들고 양호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인재육성 체계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가 농업과학기술 자주혁신과 성과의 보급응용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
도록 지지하였다.
첫째, 육성체계를 점차 정비하였고 육성의 질을 크게 제고하였다. 중
대 과제의 인도 혹은 산업과제와 밀접한 인재육성 방식을 농업과학기술
인재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핸들로 하였다. 농업과학기술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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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국가중대과학공정,

중대과학센터,

중점실험실,

작물개량센터

등 중점과학연구기지에 의존하고 우위기관, 우위학과, 우수인재의 집거
를 촉진하였다. 농업과학연구 우수인재 육성계획을 가동하여 제1회에
과학연구 우수인재 50명 및 혁신대오를 선발하였다. “천명계획(千名计
划)”, GMO 중대 특별조항, 공익적 업종 과학연구 특별조항, 현대농업
산업기술체계 건설 및 “863”과 “973”계획 등 중대 과학연구 과제를 실
시하여 고급혁신형 인재를 육성하였다. 국가우수청년과학기금, 기초과
학연구 업무경비 등 경로를 통해 청년과학연구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
하였다. 농업기술보급인재육성 측면에서 기층농업과학기술보급체계 개
혁과 건설을 심층 추진하였고 농업기술인원에 대한 채용관리를 규범화
하고 농업기술인원의 업무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현, 향 2급 농업
기술인원을 집중 훈련시키고 농업기술인원의 지식갱신을 촉진하였다.
기층농업기술보급의 특별직위 계획을 조직 및 실시하였고 농업관련 전
공 대학의 졸업생을 선발하여 기층의 특별직위를 담당하도록 하여 기층
농업기술보급 서비스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였다.
둘째, 인재평가구조를 점차 정비하고 업적과 서비스산업의 방향을 명
확하게 하였다. 과학연구인원 직위평가 측면에서 광범한 과학연구기관
들이 평가표준을 정비하고 과학발전 방식을 수립하였고 농업생산에서
의 실제문제해결과 농업산업발전의 실제공헌 역할을 과학기술인재를
평가하는 중요한 표준으로 삼고 과학연구인원이 생산수요를 중시하고
기층과 생산라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격려하였다. 보급인원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기층농업과학기술 보급체계 개혁을 중시하고 지역
별로 농업기술보급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농업기술보급책임
제도를 건립하였고 농업기술인원에 대한 채용관리를 실행하였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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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향진정부, 현급 주관부문 등 3단계 시험구조를 탐색하였고 농민들
의 만족정도와 생산의 실제문제해결을 심사의 중요한 근거로 하였다.
셋째,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였고 농업농촌인재가 역할
을 발휘하는 환경을 개선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과학연구
투입에 대한 재정예산을 확대하였다. 이로인해 농업과학연구경비가 규
모면에서 크게 증가하여 광범한 농업과학연구인원들이 과학기술혁신활
동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현대농업의 발전수요에 입
각하여 농업과학기술이 농가에 진입하는 공정, 식량･면화･기름･유지작
물･당료 등 다수확창건, 토양측정 처방시비, 재해 방지 및 감소의 기술
보급, 채람자제품생산 지원과제, “3품1표” 시범기지건설 등 다양한 농업
기술보급 과제를 조직하였고 사업경비를 배치하였다. 또, 시범기지를
건립하고 보급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광범한 농업기
술보급인원이 해당 지역의 생산발전에 서비스하고 농민들의 실제문제
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당과 국가의 중시하에 농업과학기술 인재팀 건설은 상당한 발전을 취
득하였다.
첫째, 과학연구의 인재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구조를 정비하
였고 전반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였다. 2010년 말 기준, 중국의 농업과
학연구인재가 27만 명에 달하였고 이중 고위직이 19.6%를 차지하였고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가 18.6%을 차지하였다. 재배업과 축목, 수의 분
야의 인재가 가장 많아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평균 만 ha 경지
당 농업과학연구인재가 21명이다.
둘째, 농업과학연구 지도자 인재가 쾌속 성장하였다. 많은 젊은 전문
가, 학자가 각 학과의 선두자로 되었고 중점분야의 인재긴축상황을 완

중국 농촌경제발전 10년(2002∼2012)의 성과

241

화하였다. 현재, 농업분야 “양원(两院)”에 130명 원사가 있고 생물육종혁
신, 동식물역병퇴치, 고효율재배양식결합, 농산물가공과 품질안전 등 농
업과하기술발전에 급히 필요한 핵심인재가 2만 5,000명에 달한다.
셋째, 농업기업의 연구개발인원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농업과학
대학 졸업생 40%가 농업관련 기업에 취직하였으며, 성급이상 농산업
용두기업의

연구개발인원수는

중국

전체

농업과학연구개발인원수의

63%에 달하는 것으로서 농업기술연구개발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넷째, 농업기술보급인재팀이 기본적으로 안정되었고 다원화 보급서
비스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2010년 말 기준, 중국의 농업기술보급인재
가 78만 명이고 고, 중, 초급 전업기술 직위분포가 피라미트 구조를 나
타내고 있고 이중 고위직이 8.7%, 대학이상 학력소지자가 24.3%를 차
지한다. 평균 만 ha 경지당 기술보급인재가 64만 5,000명이다. 동시에
다원화 농업기술보급인재팀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최근 성급이상 농산
업 용두기업의 기술보급인재수가 21만 6,000명, 농업관련 대학의 기술
보급인재가 5,900명, 전국 농민전업합작사 수가 52만 개를 초과할 만큼
늘어나 다원화 기술보급인재가 농업기술보급체계의 중요한 역량이 되
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인재팀 건설은 농업농촌경제의 지속･안정･빠른
발전을 위해 유력한 지력적 지지와 인재보장을 제공하였다. 상당한 과
학연구 성과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 농업기계화의 도약적 발전, 공장
화농업과 시설농업의 발전 등은 모두 농업과학연구, 보급인재의 역할과
분리할 수 없다.

4.3. 농촌실용인재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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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역, 각 부문은 중앙정부의 정신을 집행하여 농촌실용인재
팀을 설립하고, 농촌인력자원개발을 위한 전문문건을 출범하였고 통괄
관리체제를 건립하였다. 또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련의 인
재공정과 농민훈련과제를 실시하여 농촌실용인재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전반수준과 팀구조를 개선하였다.
첫째, 농촌실용인재의 지도자를 적극 육성하였다. 전국에 11개 농촌
실용인재 훈련기지를 건립하였고 기층조직책임자, 농민전업합작조직 책
임자와 대학생촌관에 대한 훈력을 진행하였다. 2011년 말 기준, 농촌실
용인재 지도자 훈련과정 129회를 진행하여 지도자 1만 2,456명을 교육
하였다. 이 중 대학생촌관 훈련과정 22회, 교육대상 대학생촌관이 2,200
명에 달하였다. 산업발전에 따라 생산실천을 중시하였고 농촌실용인재
육성을 다경로 다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농촌실용인재의 지도자 수준 제
고계획, 농촌실용인재 배양 “백만 명 전문대학 졸업생 계획”, 농촌노동
력훈련 해빙공정, 녹색증서공정, 농촌당원간부의 현대 원격교육 등 과
제를 진행하여 촌간부, 농민전업합작사 책임자 등 농촌발전 지도자, 농
민식물보호인원, 방역인원 등 농촌 기술능력서비스인재를 적극 육성하
였다. 또한 재배양식대농가, 농기계대농가, 경제인 등 농촌생산경영형
인재를 적극 육성하였다.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진행하여 일부
지방은 농촌실용인재 배양을 위한 특별조항을 조직 및 실시하였고 일부
지방은 산업과제를 결합하여 농촌실용인재를 육성하였으며 또 일부 지
방은 농촌기층조직건설에 결합하여 농촌실용인재를 육성하였다. 또 일
부 지방은 도입과 수출을 상호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실용인재를 육
성하였다. 상기 육성방법은 모두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
셋째, 농촌실용인재에 대한 평가구조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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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구역경제사회발전의 실제와 결합하여 농촌생산형인재, 농촌경영
형인재, 농촌기술능력서비스형인재에 대한 인증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농민직위평가심사 사업을 모색하였으며 농촌실용인재의 기술
능력 검증과 각종 기술능력 경합을 진행하여 우수한 농촌실용인재를 선
발하고 표창하였으며 농촌실용인재가 두각을 보이도록 적극 추진하였
다. 2004년과 2011년, 중앙 관련 부문은 전국농촌실용인재자원에 대한
통계조사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지역별로 해당지역 경제사회발전수준
과 농촌실용인재 현황을 결합하여 정성(定性), 혹은 정성(定性)과 정량
(定量)을 상호 결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농촌실용인재에 대한 인증표준
을 기본적으로 모색하였다.
넷째, 농촌실용인재가 창업하도록 지지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조건
을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농촌실용인재가 농촌에서 창업하고 성공하여
시범인도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 및 격려하였다. 과학기술 시범농가
80만 명에 대한 물질보조, 촌급 방역인원 64만 명에 대한 노무 보조, 농
기계 대농가에 대한 기계구입 보조, 재배양식 대농가의 토지이전 지지,
식물보호인원의 작업 보조와 안전보험, 메탄가스 직원의 직업자격 허가,
농촌청년과 귀향 농민공의 창업 지지 등 정책은 농촌실용인재의 창업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농촌실용인재 총규모가 1,048만 명인 것으로
인재총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평균 만 명의 농촌인구당 농촌실용인재
104명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촌당 평균 16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 실용인재가 농촌의 업종별로 창업하였고 중요한 인도, 시범, 지도
역할을 발휘하여 중국의 농업발전과 신농촌건설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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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민교육훈련 사업을 적극 추진
당16대 이래, 농민교육훈력 사업은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전반 목표
와 중심임무를 중시하고 현대농업발전과 농민의 과학기술수요를 방향
으로 삼고 농민이 현대과학기술을 흡수･전화･응용하는 능력과 종합발
전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각종 교육훈련자원을 이용하고 중
대 훈련공정의 인도를 통해 다차원, 다경로, 다형식으로 농민교육훈련
을 진행하여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첫째, 농민교육훈련 사업을 통괄적으로 계획하였다. 2003년, 국무원
이 농업부, 재정부 등 6개 부문에 《2003-2010년 농민공후년계획(20032010 年农民工培训规划)》을 하달하여 본세기 초 농촌노동력 이전훈련
사업에 대해 시스템적 배치를 진행하였다. 2011년, 농업부가 《농민교육
훈련“12･5”계획(农民教育训练‘十二五’计划)》을 제정하여 “12･5”기간 농
민교육훈련사업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주요임무, 중대공정,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정책조치의 출범은 신시기 농민
교육훈련사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유력한 제도보장을 제공하였다.
둘째, 농민훈련과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가가 농민훈련투입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였고 농업종사훈련과 공업종사훈련 모두를 중시하였다.
신시기 청년농민 과학기술훈련공정, 신형농민 과학기술훈련공정, 농촌
노동력이전훈련 해빛공정 등 공정과제를 실시하여 3,284만 명 농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이중 이전취업자 1,373만 명이었다. 각
급에서 농민훈련공정과 과제를 실시하여 현대농업의 발전과 신농촌건
설을 위해 새로운 개념, 강한 기술능력, 경영에 유능한 전업농민과 농촌
지도자를 대량 육성하였고 농업의 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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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훈련체계를 정비하였다. 자원정합과 과제실행을 통해 농업
방송 TV학교, 농업직업학교와 농업기술보급참이 주관하고 대학, 과학연
구원, 농업용두기업과 농업전업합작조직이 참여하고 중앙에서 성, 지,
현, 향이 상호 연결하는 농민교육훈련체계를 형성하였다. 현재, 전국에
농업직업기술학교 282개, 현급이상 농업방송 TV학교 2,482개, 현급 농
업기술보급기구 2만 2,500개, 향진농업기술보급기구 7만 2,500개가 있
다. 교육훈련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농민교육훈련에 양호한 조건
을 제공하였다.
넷째, 교육훈련 모델과 감독관리 구조를 혁신하였다. 각급 정부는 광
범한 농업과학연구, 교학, 훈련기관이 향에 내려가고 농촌에 진입하고
밭에 투입하도록 조직 및 인도하였다. 현장훈련, 집중반 개최, 농가진입
지도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농업신기술을 보급하였고 농민들이 과
학적으로 재배양식하는 수준을 제고하였다. 지역별로 실천가운데 “3진
촌(三进村)”, 학교와 기지 협력, 전문가 대원(大院), 백 명 교수 백 개촌
부흥, 태행산(太行山) 도로, 농촌학교 등 효과적인 농민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하였다. 훈련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은
농민훈련을 해당 성의 민생공정 혹은 정부가 군중을 위해 승낙하는 실
제일로 분류하였고 각급 정부의 평가에 포함시키고 책임제를 집행하였
다. 상벌제도를 실시하였고 훈련사업 평가가 좋은 지역에 자금배정을
집중하였다. 규율감찰부문과 공동으로 훈련과제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
행하여 훈련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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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과학기술의 기초여건 개선
5.1. 서설환경의 강화
“11･5”이래, 중앙재정은 “중앙급 과학사업기관의 보수구매 특별조항
(中央级科学事业修缮购置专项)”을 설립하여 농업부 소속 중국농업과학
원 중국수산과학원, 중국열대농업과학원의 건물보수, 기초시설개조, 의
기설비구매 및 의기설비승급개조 과제 총 1,146개를 지원하였다. 특별
조항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상기 3대 연구기구 과학연구의 시설
환경건설을 강화하였다.
첫째, 과학연구 환경을 탈바꿈하였고 기초시설을 효과적으로 보장하
였다. 보수구매 특별조항을 집행하여 40여만 ㎡ 규모 건물을 보수하였
고 과학연구 기초시설 413개를 개조하였으며 토양개량 700여 ㎡를 진
행하였다.
둘째, 과학연구 장비를 대폭 확대하여 자주 혁신능력을 크게 제고하
였다. 의기설비 7,747대(세트)를 구매하였고 의기설비 202대(세트)를 승
급개조하였다. 농업과학연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중대 과학연
구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국제과학기술경쟁에 참여하는 능력을 증강
하였다.
셋째, 학과발전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였고 과학연구팀건설을 강화하
였다. “학과, 인재단체”가 하나로 되는 과학기술 혁신모델을 개척하고
일부 우위학과와 자금보조를 강화 및 제고하였다. 일부 상대적으로 취
약한 학과분야를 지속하였으며 동시에 교차학과와 변두리 학과 간의 융
합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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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학기술 플랫폼 건설의 진전
농업부중점실험실의 ‘학과군(学科群)’건설이 뚜렷한 발전을 가져왔다.
뚜렷한 단계, 명확한 분공, 합리적인 배치의 30개 “학과군”을 구축하였
고 33개 종합적 중점실험실을 선두로 하고 195개 전업적/구역적 중점실
험실을 핵심으로 하며 269개 과학관측실험실을 연장으로 하는 계열화
배치의 농업실험실체계를 형성하였다. 농업분야 모든 우위기관의 우위
학과를 포함하였고 중국의 주요작물과 우위농산물 산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였다. 이 중 11개 “학과군”이 수도, 밀, 대두, 면화, 옥수수 등 폼
종혁신을 주선으로 하는 “종횡 학과(纵向学科)”이고 19개 “학과군”이 게
놈학, 작물유해생물 종합퇴치, 동물역병 등 공성기술혁신을 주선으로
하는 “횡형 학과(横向学科)”인 것으로 종횡 교차의 농업과학기술 플랫폼
연결과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종합적 실험실의 선두적 관리, 분
공협조, 학술교류, 자원공동향수,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학과군내 계열화
관리구조를 확립하였다.

6. 농업농촌 정보화 건설의 성과
6.1. 농업농촌의 정보화사업체계를 개선
지역별 농업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농업농촌 정보화 관련 결책배치
를 집행하고 사업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제도를 정비하였고 농업정보 사
업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파급범위가 광범한 정보사업구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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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팀체계를 형성하였다. 전국 모든 성(구, 시) 농업부문이 농업정보화
관리와 서비스기구를 설립하였다. 현재 농촌정보서비스참 100만 개, 농
촌정보인원 70만 명이 있다. 농업부는 《전국농업농촌정보화발전“12･5”계
획(全国农业农村信息化发展“十二五”规划)》을 발표하여 “12･5”기간 동안
전국 농업농촌정보화 발전목표, 주요임무, 업종중점과 구역배치 및 중점
공정을 명확히 하여 “12･5”기간의 농업농촌 정보화를 전면 발전시켰다.
농업부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농업정보화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헤이룽쟝성, 푸잰성, 허난성과 충칭시에서 농업정보화 발전
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업정보화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농업정보화사업의 검사, 지도의 겨냥성과 과학성을 제고하였다

6.2. ‘금농공정’ 1기공정의 완성
2011년말 기준, “금농공정(金农工程)”33) 1기는 농업전자행정업무 플
랫폼을 기본적으로 건립하여 농업부문의 결책, 관리와 “삼농”에 대한 서
비스 능력을 제고하였다. 관련 농업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
로 정합 및 구축하였고 농업감독검사예측, 농산물과 농업생산재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농촌시장과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등 3대 시스템과 하나
의 농업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농업전자상거래 표준체계를 건립
하여 전국 농업정보화의 “표준선행”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였다. “금농공
정” 1기(농업부 급) 과제가 검수를 통과하였고 18개 성급 플랫폼이 검수
를 완성하여 농업정보화건설을 추진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였다.

33) 금농공정(金农工程)은 1994년 12월 국가경제정보화 연하회의 제3차 회의에서 제
기한 용어로서 농업과 농촌의 정보화의 가속화 추진을 목적으로 “농업종헙관리와
서비스정보시스템”을 건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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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2361 “삼농” 정보서비스 플랫폼의 성과
“삼전합일(三电合一)”34) 과제를 점차 정비하였고 1231635) “삼농” 종합
정보서비스 플랫폼 운영구조를 정비하여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증
강하였고 영향력을 높여 농민들이 서비스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대폭
높였다.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과거 생산기술서비스 위주에서 점차 정
책자문, 법률서비스, 시장상거래 등 농민들의 생산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였다. 서비스수단 측면에서 전화 자문에서 점차 핸드폰
문자, 네트워크 웹캠, 현장지도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
환하였다.

6.4. 농업컨텐츠네트워크 응용시범과제의 진전
농업부는 농업컨텐츠네트워크 응용시범의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와 실
시방안을 조직 및 편집하였다. 제1차로 헤이룽장성 농업개간 대규모 경
지재배 컨텐츠네크워크 응용시범, 베이징 시설농업 컨텐츠네트워크응용
시범, 샹수성 우시(无锡)시 양식업 컨텐츠네트워크 응용시범 등 3개 국
가컨텐츠응용시범공정 스마트농업과제를 가동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
크 기술이 농업에서의 광범한 응용을 전면 추진하였고 농업정보화건설
공정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였다.

34) 삼전합일(三电合一)은 TV(电视), 전화(电话), 컴퓨터(电脑) 등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진행함을 말함.
35) “12316”는 전국농업계통 공익서비스를 진행하는 전국 통일 전용 상담전화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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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농업정보화 표준건설의 성과
농업부는 농업정보화 표준체계틀을 구축하였고 농업정보화 통용용어
표준, 농촌정보화서비스참 건설규범 등 2개 표준을 제정하였고 “12･5”
기간 농업정보화표준건설사업의 중점, “12･5”기간 동안 농업컨텐츠네크
워크 잉용표준사업의 중점을 편제하였고 농업정보자원 통합에 주력하
고 농업정보화건설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였다.

7. 농업 GMO 생물안전 관리의 성과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GMO 생물안전 관리는 “연구 가속화, 응용
추진, 규범화 관리, 과학발전”의 방침과 지도하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
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감독관리 체계를 건전히 하였으며 기술체
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고 법집행능력을 높였다. 과학보급홍보가 상
당한 효과를 보았고 《농업 GMO 생물안전관리조례(农业转基因生物安
全管理条例)》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평가, 표시, 생산과 경영허
가, 수입안전심사비준 등 관리제도를 실행하여 농업 GMO 생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 실험, 생산, 경영과 수출입 활동을 규범화하였다. 또,
농업 GMO 생물안전을 보장하고 생물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국가
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국제사회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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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안전평가제도가 GMO 생물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촉진
제2기, 제3기 농업 GMO 생물안전위원회를 건립하여 GMO 생물안전
평가 사업을 책임토록 하였다. 비준을 통과한 GMO 식물은 충저항성,
내제초제, 품종개량, 내항성 등 10여 개 기능과 연관된다. 현재, 중국에
서 비준한 GMO 충저항면화와 고질병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유전자공정
백신 등 GMO 생물은 생산응용 중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경제, 사회와 생태수익을 취득하였다. 안전평가를 거쳐 농업부는 2009
년 8월에 법에 따라 GMO 충저항 수도 “화휘이1호(华恢1号)” 및 교잡종
“Bt산유(汕优)63”과 매실이식옥수수의 생산응용안전증서 발행을 비준하
였다.

7.2.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
《농업 GMO 생물안전관리조례(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와 농업
부가 제정한 《농업 GMO 생물표시관리방법(农业转基因生物标识管理方
法)》규정에 근거하여 GMO 제품은 목록이 제정한 강제적 표시제도를 실
행한다. 10여 년 이래, 농업부는 《농업 GMO 생물표기의 표시(农业转基
因生物标签的标识)》표준을 제정하여 농업 GMO 생물표시의 문구, 글자
체, 색상과 세부설명을 규범화하였다. 《수입농업 GMO 생물표기의 심사
인가 절차(进口农业转基因生物标识审查认可程序)》를 제정하여 수업농업
GMO 생물표시 심가인가를 행정허가에 포함하였다. 표시제도를 효과적
으로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담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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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입아전허가제도가 GMO 농산물 무역을 규범화
농업부는 엄격한 안전평가를 거쳐 GMO 대두, 유채, 면화 사탕무 등
33개 품종의 수입가공원료용 안전증서를 비준･발행하였다. GMO 생물
수입안전허가제도는 국제농산물무역을 보장하였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시장의 수요를 만족하였다.

7.4. 감독관리체계의 정비가 《농업 GMO 생물안전관리조례》의
실시를 보장
각급 농업부문이 GMO 생물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하였고 안전평가실험, 품종심사결정실험, 종자생사과 유통, 제품표시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감독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조
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규장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
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GMO 안전감독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
다. 《GMO 생물실험실 감독관리 핸드북(转基因生物实验室监管手册)》
《GMO 생물 밭실험 감독관리 핸드북(转基因生物田间试验监管手册)》
《지방농업행정부분 감독관리 핸드북(地方农业行政部门监管手册)》을 발
행하여 각급 농업부문의 GMO 생물안전 감독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였다.

7.5. 검측체계의 정비가 GMO 생물안전 관리를 지원
농업부는 농업 GMO 생물안전 검측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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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업 GMO 생물안전검측기구가 계량인증과 농업부 품질인증을 통과
하였다. 41명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농업 GMO 생물안전관리표준기술위
원회를 건립하여 GMO 생물안전제품의 성분, 환경안전, 식용안전검측
국가표준 80여 개 조항을 발표하였다. 농업 GMO 생물안전 검측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샘플조사 10만여 건을 진행하였다. 농업 GMO 생
물안전 지원능력을 높여 안전평가를 위해 서비스하고 안전감독 관리를
지원하였다.

7.6. 국제 간 교류협력을 진행, 국가이익을 보호
국제사회가 중국의 농업 GMO 생물안전관리제도 및 관련 법규를 주
목하고 있다. 10여년 이래, 농업부는 GMO 농산물 무역 대상국이 제기
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고 GMO 농산물 무역의 기술규칙에 대
한 다자간 혹은 양자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 아르헨티
나, 캐나다 등 국가와 생물기술사업팀 혹은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또, 중-미, 중-유럽, 중-캐나다, 중-아르헨티나 생물기술과 생물안전 세
미나 30여 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인원을 수차 파견하여 국제회의에 참
석하였다. 광범한 국제교류를 통해 중국은 국제 《생물안전 의정서(生物
安全议定书)》, 《식품법전(食品法典)》등 과의 연결을 기초로 GMO 안전
관리법규 및 관련 위험평가제도를 건립하여 많은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책임감을 지닌 양호한 국가이미지를 수립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였다.
당16대 이래, 중국의 농업과학기술발전은 상당한 성과를 취득하였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안
정과 빠른 발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농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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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개혁발전의 요구와 비교하고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농
업과학기술의 전반적 발전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이고 자주지식재산
권의 중대한 혁신성과가 부족하며 과학기술성과 전화와 보급응용수준
도 낮은 실정이고 고수준 농업인재 규모가 부족하다. 그래서 농업과학
기술 관리체제개혁도 진일보 추진되어야 하며 운영구조도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중앙 1호 문건은 농업과학기술혁신을 강조하였
고 농업과학기술 발전방향과 요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련의 파급규모
가 광범하고 겨냥성이 강하고 실제가치가 높은 정책조치를 출범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농업과학기술발전의 역사상 중대한 의정표 의의를 갖고
있다.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농업과학기술개혁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앙 1호 문건 정신을 집행하고 농업과학기술의
“공공성, 기초성, 사회성” 정립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농업과학기술 발
전방향을 견지하며 국가식량안보를 최우선 임무로 중시한다. 또, 토지
산출율, 자원이용율, 노동생산율 제고를 주요목표로 하며 생산량 증대
와 수익증대의 병행, 우량종과 우수농법의 병행, 농기계와 가공기술의
결합, 생산과 생태의 조화를 기본요구로 한다. 그리고 다수확, 우질 고
수익, 생태, 안전한 농업의 발전요구에 적합한 기술체계를 구축하여 농
업과학기술이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능력, 농가들의 지속적
인 소득증대의 지원능력, 농업발전방식을 전환하는 인도능력을 제고하
도록 한다. 농업과학기술 혁신 측면에서, 농업과학연구체제개혁을 강화
하고 현대농업 과학연구원제도를 건립하고 농업과학연구 관리구조를
정비하며 과학연구 시설조건 건설을 가속화한다. 현대농업의 산업기술
체계, 공익적 업종의 과학연구 특별조항, GMO 중대 특별조항 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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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정을 핸들로 하고 산업요구를 방향으로 하여 농업과학기술의 혁
신을 가속화하고 종자산업의 혁신을 중시하며 현대생물농업산업 등 전
략적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농업기술보급 서비스 측면에서,
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 개혁과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역량이 농업과학기
술보급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공익성 농업기술보급기구가 주
도하고 농업과학연구교학기관, 사회화 서비스조직 등 주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다원화농업기술보급체계를 건립하며 농업기술실험시범기지를
개척하고 선진실용적인 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농업교육과
인재육성 측면에서 농업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농업직업교육 인재
에 대한 육성모델을 혁신하며 농업과학기술 지도자 인재와 우수혁신팀,
기층농업기술인재 및 농촌실용인재와 새로운 직업농민을 육성한다. 동
시에 호리윈윈(互利共赢) 원칙을 출발점으로 농업과학기술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풍부한 국제 농업과학기술자원을 이용하여 높은 차원
의 자주혁신과 도약적 발전을 실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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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농업구조의 전략적 조정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현대농업시범구
를 건립하는 것은 현대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
가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매우 중시하여 개혁개방 이래, 특히 당16대
이래 일련의 강력한 정책조치를 진행하여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

1. 전략적 농업구조조정의 성과
당16대는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식량종합생산력을
보호하고 제고하며 시장경쟁력을 증강할 것을 제기하였다. 2004년 이
래, 중앙정부가 연속 9개 1호 문건을 발표하여 농업구조의 전략적 조정
에 대해 중요한 배치를 추진하였다. 농업부는 《전국 우위농산물구역배
치계획(2003~2007)(全国优势农产品区域布局计划)》과 《전국 우위농산물
구역배치계획(2008~2015)(全国优势农产品区域布局计划)》을

발포하였다.

중앙정부의 유력한 지도하에 각부처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농업구조조
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생산력 배치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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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생산구조의 개선
재배업과 양식업,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이 조화･발전하는 양호한 국면
을 실현하였다. 농업 내부구조로 볼 때, 농업총생산액 중에서 재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추세로서 2002~2011년 기간 동안 54.5%에서
51.6%로 하락하였다. 목축업 생산액 비중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 2002년의 30%에서 2008년에 35.5% 상승하였고 2009~2011년에는
약간 하락하였다. 어업의 생산액 비중은 안정적인 것으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산업별 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중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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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업의 경우, 각종 지지정책의 역할 하에 식량재배면적이 안정적으
로 증가하여 2011년에 16억 6,000만 무로 2002년 대비 1억 무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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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2%에서 68.4%로 증
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유지작물작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서 8.5%로 하락하였고 면화 재배면적의 비중은 2.7%에서 3.1%
로 상승, 당료 재배면적의 비중은 안정적이고 고소득경제작물과 원예작
물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반 재배업의 수익이 지속 상승하
고 있다.

그림 2.

주요 농작물 재배구조 변화 비교

2002년 주요 농작물 재배구조

유료
10%

2011년 주요 농작물 재배구조

유료
9%

1.2. 농산물 품종과 품질구조의 개선
각 지역은 시장의 요구에 적응하여 저품질품종을 적극 도태하고 일반
품종을 줄이고 우질전용품종을 발전시켜 농산물의 품종과 품질구조를
개선하였고 소비자의 늘어나는 소비수요를 만족하였다. 2011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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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옥수수, 대두 등 4대 식량품종의 품종 우량화 비율이 각각 81%,
74%, 64.6%, 75.9%에 달하였다. 이 중, 수도, 밀, 옥수수의 품종 우량화
비율은 2002년 대비 각각 45.9% 25.8%, 38.5% 상승하였다.

그림 3.
90%

주요 농작물 우질화비율의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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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산업 연결고리의 확장
각 지역은 농산업화 경영과 농산물가공업을 적극 발전시켜 농산업의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우위농산물 산업지대를 건설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을 형성하였다. 지역별로 자원과 구역
우위에 따라 해당지역 우위농산물, 특색농산물과 시장수요에 맞추어 농
산물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산업발전수준과 품질을 높였다. 2011년,
농산물가공업의 생산액과 농업총생산액의 비중이 1.8:1에 달하였고 농
산물의 정밀가공 비율도 30%를 초과하고 가공율은 50%를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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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산물가공업생산액에서 농업총생산액 비중의 변화추이, 2002~2011

억 위안

%

1.4. 농업생산배치의 합리화
오랫동안 형성한 “크면서 완전, 작으면서 완전(大而全, 小而全)”36)한
농업생산 국면을 타파하고 농업구역화 배치, 전업화분공 국면을 점차
형성하여 일부 특색을 갖추고 우위가 뚜렷한 우위농산물 산업지대를 형
성하였다. 2011년, 13개 식량주 생산성의 식량생산량이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02년의 70%에서 76%로 늘었다. 수도, 밀, 옥수수, 대두
의 집중도가 각각 98%, 88%, 65%, 55% 이상을 차지하여 2002년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면화작물은 장강유역면화구, 황하유역면화구와

36) “大而全, 小而全”은 국민경제와 국내 지역경제발전구조의 유사함을 뜻하는 용어
로서 큰범위에서 보면 지역별로 자원우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업구조가 유사
한 것, 작은 범위로 기업별로 생산･공급･판매 모든 단계를 갖추었지만 분공우위를
발휘하지 못하여 국민경제의 분산과 분열을 초래하여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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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내륙면화구 등 3대 산지를 형성하였고 집중도가 99.9%에 달한다.
육우와 육양 우위산지의 지위도 지속 강화되고 있고 구역규모화표준화
양식수준이 제고하였다. 젖소는 주로 동북과 화북 등 2대 지대에 집중
되어 있고 이 지역의 우유생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
상이다. 어업은 “2대1구(两带一区)” 국면을 형성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동남연해와 발해의 우위수출수산물양식 지대와 중하류 우질 민물게양
식구이다. 대조기, 태래어(罗非鱼, 붕어의 일종), 뱀장어의 집중도가 80%
를 상회하였다.

그림 5. 13개 식량주산성 식량생산량에서 식량총생산량 비중의 변화추이, 20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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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업구조 전략적 조절이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현대농
업발전 요구 대비 상당한 모순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지역의 구조
조정이 재배업에만 정체되어 있고 양식업과 2차, 3차산업의 발전수준은
여전히 낙후하다. 농산물 생산구조가 우수품질화, 다양화와 전용화 등
수요구조의 변화를 만족하지 못한다. 농산물 수확후 가공수준과 전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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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율이 여전히 낮다. 또 구역 간에 구조가 유사하고 맹목적으로 같
은 유형으로 몰리는 현상이 존재한다.
현재 및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농업구조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는 전반
방향은 국가 식량안전과 주요 농산물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주요목표로 삼고 “다수확, 우수품질,
고소득, 생태, 안전” 전반 요구에 따라 제품구조, 산업구조, 구역 구조조
정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생산력 배치를 정비하며 농산물의 총량평형,
구조평형과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경영의 전업화, 표준화, 규모
화, 집약화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량재배면적을 안정시키고
단위당생산량을 제고하고 채소과일, 육･알･우유, 수산물 등 품목의 생
산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공급보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또, 품종구조
와 구역배치를 정비하고 수도, 밀의 완전자급과 옥수수의 기본자급을
담보하고 우수품질, 전용 등 긴축품종의 생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
어, 농산물가공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산물이 기초가공에서 정밀가공
에로 전환하고 양적증가에서 질적제고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유통업을 개선하고 유통기초시설건설과 생산판매정보를 강화하
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승급개조하며 우위재배구에 현대화된 신선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도록 지지하고 콜드운송체계와 신선농산물 배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농산물품질안전수준을 전면 제고하고 전반과정
에 대한 품질안전감독관리체계와 품질검험검역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동물역병과 식물병충해퇴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대농업중점구역
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식량생산핵심구, 특색농산물우위구, 대도시교
외농업구, 동부연해농업구, 농간경제구와 초원생태경제구 등을 조성하
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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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기초시설의 개선
당16대 이래, 국가는 농업기초시설건설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였
고 농업발전의 급선수요, 관건, 취약 분야에 대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장기간 관리하는 중대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다. 2002～2011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 재정 중 농업기본건설투자 규모를 56억 4,000만 위안에
서 267억 8,6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의 기본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7%로 상승하였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농
업기초시설건설은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고 재해방지, 재해감소 능력
을 증강하였고 농민들의 생활조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2.1. 농업생산조건의 개선
농경지기초시설조건과 양식업생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다. 2004년 이래, 전국 13개 식량주산성의 484개 항목
대상 현(장)에서 우수품질식량산업 공정을 조직하였고 2008년 말 기준
중앙재정 총 69억 8,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표준식량재배지 108만
1,000ha를 건설하였다. 2010년 이래, 전국 800개 식량생산 대현에서 500
억 kg 증산을 위한 농경지공정 및 농업기술서비스체계건설을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130억 위안을 배정하여 다수확･안정생산･고표준
농경지 195만 3,000ha를 건설하였고 동시에 농기계, 식물보호, 토양비료
등 서비스시설을 건설하였다. 2002년 이래, 면화･유･당 등 한작농업시
범기지 과제를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30억 위안을 배정하여 면
화･유･당 생산기지와 한작농업시범기지를 건설하였다. 2011년, 국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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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업시범구 표준농경지건설 공정을 가동하였고 중앙재정 1억 600만
위안을 배정하여 19개 국가현대농업시범구를 지지하고 표준농경지 1만
7,000ha를 건설하였다. 2011년, 하이난(海南) 동계 과채생산기지건설과
제를 가동하였고 중앙재정 2억 위안을 배정하여 하이난 동계 과채생산
기지 시설 및 농산지 예냉설비를 개선하였다. 2006년 이래 천연고무기
지건설 과제를 조직하였고 중앙재정 7억 1,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고무
원 2만 ha를 개조하고 1만 5,000ha 규모를 신축하였으며 21만 3,000ha
규모의 농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 이래 생돈 표준화규모양식 소규모
구(장) 과제를 가동하였고 중앙재정 125억 위안을 투자하여 4만 6,000개
규모화 양식장 건설을 지지하였다. 2008년 이래, 젖소 표준화규모양식
소규모구(장) 과제를 가동하였고 중앙재정 17억 위안을 배정하여 2,473
개 규모양식 소규모구의 건설을 지지하였다. 다양한 과제건설을 통해
농경지기초시설을 크게 개선하였고 양돈, 젖소 양식조건도 제고하여 농
업종합생산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2.2. 농업과학기술혁신과 응용조건의 개선
종자산업의 발전수준과 농업과학연구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
자산업발전과 농업과학기술혁신을 지지하는 중대한 공정과제를 조직
및 실행하였다. 2002년 이래 종자공정을 조직하였고 중앙재정 46억
8,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농작물종질자원보호, 개량(분)센터, 우량종번육
기지, 품종구역실험참, 종자품질검측(분)센터 총 1,167개를 건설하였다.
양식업우량종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24억 2,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양식업자원보호장, 원우량종장과 유전육종센터 총 1,9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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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였다. 2005년 이래, 농업과학연구 기초시설 건설과제를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51억 2,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국가급 농업과학연
구교육기관의 과학연구조건을 개선하였고 지역별로 과학기술이 농가에
전달되는 직통차량, 시장정보체계 등 시설건설을 지원하였다. 다양한
과제건설을 통해 종자번육기초시설을 개선하였고 우량종생산과 품질수
준을 제고하였으며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응용능력을 증강하였다.

2.3. 농업공공서비스 능력조건의 효과적인 증강
농업기술보급,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동식물역병퇴치 등
공공서비스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한 공정과제를 조직 및 실행하였
다. 2006년 이래 농산물품질안전 검험검역체계 건설 공정을 조직 및 실
행하였고 중앙재정 53억 위안을 배정하여 부(部)급 품질검역센터 54개,
성급 종합품질검역센터 35개, 지방시급 품질검역센터 56개, 현급 품질
검역참 1,705개 건설을 지원하였다. 2010년 이래, 기층농업기술보급체
계를 위한 조건건설 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12억 위안을
배정하여 향진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의기구매와 업무용 건물건설을 중
점 지원하였고 8,247개 향진 농업기술보급기구를 건설하였다. 2002년
이래, 동물방역체계건설 과제와 식물보호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는데
중앙재정 132억 4,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중대병충해 검사제어센터와
검역참,

동식물역병관측참,

변경동물역병감독관측참,

동식물병충해연구

센터를 건설하여 전국번위에 중앙, 성, 현, 향 등 4급 동식물역병 네트워
크 체계를 구성하였다. 또, 어항건설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
정 23억 위안을 배정하여 중심어항, 1급어항, 내륙어항 등 131개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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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어정(漁政) 법집행장비시설 건설 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
앙재정 13억 8,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어정선박 315척을 개조하고 어정
보트 706척, 어정차량 554대를 구매하였으며 중국 어정관리 지휘시스템
과 난사(南沙)어선 감독제어시스템 등 어정관리 정보시스템을 갖추었다.
다양한 과제를 통해 기층농업기술 보급,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동식물 역병퇴치 등 공공서비스능력을 크게 제고하였고 어업의
안전생산과 재해방지, 재해감소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성, 시, 현, 향을
포함하는 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2.4. 농업자원보호와 이용수준의 제고
중국은 일인당 자원이 부족하고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따
라 ‘감량화(减量化), 자원화(资源化), 재이용(再利用)’을 발전이념으로 농
업자원 보호와 이용을 위한 중대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다. 2003년 이
래, 네이멍구, 스촨, 윈난 등 8대 목업구와 신쟝생산건설병단에서 퇴목환
초(退牧还草)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는데 중앙재정 156억 위안을 배정
하여 초원 울타리 5,620만 ha를 건설하였고 구이저우, 윈난 등 성에서 암
용(岩溶)지역의 17만 1,000ha 시범지의 초지처리를 진행하였다. 2002년
이래, 초원방화기초시설 건설 과제를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3억
3,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123개 국가, 성, 시, 현급 국가초원방화지휘센
터, 물자참을 건설하였다. 2010년 이래, 보호성 경작공정을 조직 및 실행
하였고 중앙재정 9억 위안을 배정하여 보호성경작공정 시범기지 66만
7,000ha를 건설하였다. 2005년 이래 농업생물자원보호공정을 조직 및 실
행하고 중앙재정 2억 3,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야생식물의 원생보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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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수생동식물보호구 54개를 건설하였다. 다양한 과제실행을 통해 초
원생태환경을 개선하였고 농경지 천연강수 이용율과 토양비옥도를 제고
하였으며 농업자원보호와 자원에 대한 감독관측력을 제고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5. 농민생활조건의 개선
농민생활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민생관련 중대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
였다. 2003년 이래, 농촌 메탄가스 공정을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285억 위안을 배정하여 1,735만 호 농가의 농가용메탄가스, 양식소규모
단지와 농가의 공동 메탄가스참 2만 4,000개, 대중규모 메탄가스공정
3,691개, 향촌서비스지점 8만 9,000개를 지원하였다. 2008년 이래 농업
개간구, 하우스구의 개조 및 부대기초시설에 대한 건설과제를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114억 2,000만 위안을 배정하여 위험주택 126만
3,000호를 개조하였다. 2004년 이래, 헤이룽쟝, 광둥, 윈난, 네이멍구의
하이라얼(海拉尔)과 대흥안령 등 개간구에서 농업개간공익적건설 과제
를 조직 및 실행하였고 중앙재정 9억 2,000위안을 배정하여 과학연구,
교육, 의료위생, 문화체육 등 기초시설 건설을 진행하였다. 2006년 이래,
후난, 후베이, 장시, 안후이, 장수, 스촨과 윈난 등 7개 성 4,000여 개 촌
에서 주혈흡충에 대한 종합퇴치 과제를 조직 및 실행하였다. 또 중앙재
정 10억 위안을 배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환경개조를 진행하고 우리 안
에서 사육하도록 지원하였다. 다양한 과제건설을 통해 농촌위생조건을
개선하였고 농촌생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민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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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초시설 건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역사적 부족분이 많
고 투자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농업은 “하늘의 가호에 의지
하여 사는(靠天吃饭)”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재해방
지, 재해감소 능력도 낮았다. 또, 농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기
초시설건설 부족간의 모순이 심각하다. 첫째, 농업기초시설이 전반적으
로 취약하다. 전국에 중･저산지가 총경지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농업자원과 생태환경의 악화추세가 억제되지 못하고 있고 농업과학기
술 수준과 공공서비스 능력이 낮은 실정이다. 상당부분 농촌지역에서
농작물짚, 분변 등 생산된 생활폐기물들을 충분하게 이용 및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농업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투입량의 부족과 구조불
합리 현상이 병존한다. 농업생산기초시설 투자가 농업분야 기본건설투
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특히 중･소규모 농업기초시설에 대한
투입이 극히 부족하다. 새로운 농업기초시설 건설과제를 쟁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셋째, 농업투자관리체제에는 여전히 직책이 모호하고
관리가 순조롭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고 투자경로가 분산되고 한정된
자금에 대한 통괄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합력과 규모수
익을 형성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넷째, 고효율･합리적인 농업기본
건설 과제를 운행하는 관리구조를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려면 과학발전관을 집행하고 농업
발전방식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과 지
속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중심목표로

삼는다.

《전국현대농업발전계획

(2011~2015년)》와 관련 건설계획에 따라 확정한 건설 중점임무와 구역
배치에 근거하여 핵심단계와 중점구역을 중시하고 일련의 기초를 튼튼
히 하고(打基础), 잠재력을 확대하며(增后劲), 장원한(管长远)관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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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과제를 적극 계획하여 5년 기간 동안에 농업종합생산력, 위험저
항력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투자배정 면에서는 중
점공정과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현대농업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기초
공정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우위구역과 우위품종을 강화하고 우
위농산물, 우위구역에의 투자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또, 관건단계와 중
요한 부분에 주력하여 농업발전을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다. 단일과제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건설과제의 정합과 투자
구조 정비를 추진하고 새로운 특별과제를 육성하고 새로운 투자경로를
개척하여 농업기초건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진일보 확대하여야 한다.

3. 현대농업시범구의 새로운 방향
2010년 8월 이래, 농업부는 중앙정부 배치에 따라 2회에 걸쳐 전국범
위에서 국가급현대농업시범구 153개를 인증하였는데 137개 현, 12개
시, 4개 향진 혹은 개간구를 포함하였다. 시범구의 성과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 방향을 위해 경험을 축적하
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샘플역할을 기대하였다. 지역별, 부문별로 현대
농업시범구 건설 사업을 중요시하였고 현대농업시범구를 현대농업발전
을 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케리어와 핸들로 삼았다. 또한 농업농촌경
제사업의 중요한 지위에 놓고 당위원회 혹은 정부의 지도층을 책임자로
하는 시범구건설지도팀 혹은 전문관리기구를 설립하였고 시범구건설계
획을 편제하였다. 또한 시범구건설을 지지하는 정책문건을 출범하였고
시범구 건설에 대한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구역특색을 갖추고 발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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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며 잠재력이 풍부한 현대농업건설 방향을 모색하였다. 식량주
산구의 시범구는 식량생산핵심구를 핸들로 삼고 고표준식량경지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술집성, 다수확창건을 진행하여
식량의 종합생산력을 크게 높였다. 연해지역의 시범구는 정품고소득농
업을 핸들로 삼고 시설농업과 대외농업을 적극 발전시켜 농업발전의 질
과 수익을 대폭 제고하였다. 서북지역 시범구는 자원절약형, 친환경농
업을 핸들로 삼고 절수, 비료절감, 토지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현대농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국면을 형성하였고 지속가
능한 농업발전의 경험을 모색하였다. 서남지역의 시범구는 특색수익농
업을 핸들로 삼고 지방특색을 갖춘 농산업과 농산물을 적극 발전시켜
농민들이 빈곤을 벗어나 풍족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였다. 대･
중도시 교외지역의 시범구는 도시형현대농업을 핸들로 삼고 하이테크
농업, 전시농업, 레저농업 등 현대농업의 새로운 형태를 적극 발전시키
고 도시 채람자제품의 자급능력을 증강하였다.
각 시범구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지역 농업농촌경제의 양호한
발전추세를 이끌었고 전국의 현대농업발전에 선두 역할을 하였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회차 52개 국가현대농업시범구의 식량총생산
량이 7,600만 톤인 것으로 이는 전국 6% 경지 면적으로 13% 식량을 생
산한 실적이다. 또한 경작･파종･수확 등 종합기계화 수준이 70% 이상
으로서 전국 평균수준 대비 15% 높고 표준농경지 비중이 48%에 달하
며 30% 농가가 전업합작사에 참여하였고 농가 일인당 순소득이 9,900
위안에 달하는 등 모두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실천이 증명
하다 시피 국가현대농업시범구는 전국농업현대화건설에서 선두에 서있
고 강대한 생명력과 인도력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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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농업부는 중앙정부의 현대농업시범구건
설 관련 배치를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시범구를 중국특색 농업현대화건
설의 “돌파구”로 삼고 농업발전방식을 전환하는 선두팀으로 적극 지원
하며 도농통합발전을 실현하는 ‘실험전’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범구의
기초가 든든하고 수준이 높은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농업현대화를 우
선 실현하는 것을 건설목표로 하며 식량 등 주요 농산물생산을 발전시
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것을 중심임무로 한다. 또한 현대농업
의 산업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시설장비수준을 제고하고 농업과학기술
보급응용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며 농업경영체제구조를 혁신하고 농
업수익과 농산물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여 “12･5” 기간 동
안 시범구 현대농업건설이 큰 발전을 취득하고 시범으로 전국 현대농업
의 발전을 인도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4. 양안 농업교류와 협력의 성과
당16대 이래, 농업부 및 각급 농업부문은 당중앙의 대만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책과 배치를 적극 집행하고 양안(兩岸)37)관계와 평화발전의
주제를 중시하고 과학발전관을 견지하였으며 양안의 농업교류와 협력
을 진행하고 대만에 대해 혜민농업정책조치를 적극 출범하였고 양안관
계와 평화발전의 농업기초를 튼튼히 하여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

37) 해협양안은 대만해협의 양측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대만과 중국내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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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책조치를 적극 추진, 대만농산물 반입을 확대
양안은 일련의 농업협력 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관심사항인 농
업협력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여 광범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
기초위에 대만지역 농업조직과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중앙정부의 비준
을 통해 대만농산물의 국내시장 반입을 위한 정책조치를 확대하였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내시장에 반입허가 대만과일품
종을 기존의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동시에 이중 15개 품종에 대해
0관세정책을 실행한다. 원산지가 대만지역인 11개 품종 채소와 8개 품
종 수산물에 대해 0 관세정책을 실행한다. “해협양안 경제협력협상(ECFA,
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은 대만 중남부 지역에서 생산한 과일, 찻
잎, 채소, 화훼 신선과 냉동수산물 등 18개 관세번호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점차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동시에 대만 농가, 어민들의 홍보를
위해 관련 농산물 원산지 인증규칙을 설립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책조
치는 대만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대폭 증가시켰고 대만의 농가와 어민
의 환영을 받았다. 대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을 제치고 대만의 최대 농산물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농업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농업부문은 중앙정부의 대만에 대한 혜
민정책을 집행하고 대만지역 농가에게 실제 수익을 부여하기 위해 공동
으로 다양한 대만농산물 홍보 및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였고 “2005 해협
양안 농업협력박람회 및 대만농산물 판촉회(2005海峡两岸农业合作展暨
台湾农产品展销会)”, “2006 해협양안 농업협력성과박람회 및 과제 설명
회(2006海峡两岸农业合作成果展览暨项目推介会)”와 “2007

대만우질농

산물 순회 전시회(2007台湾优质农产品巡回展览)” 등 10여 회 대규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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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있는 양안 농업협력전시회를 거행하였다. 대만의 각급 농회, 전
업협회, 생산판매반, 농업기업 및 기층농민 5,000여 명이 국내의 전시회
에 참여하여 대만지역 30여 개 품종 열대과일과 800여 개 품종 농산물
과 정밀가공 제품을 전시하였고 행사장에서 협상체결한 과제협력자금
및 농산물판매계약액이 229억 위안에 달하였다.

4.2. 양안 농업협력 플랫폼을 구축, 농업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
1998년부터 농업부,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상무부는 대만 농산업 이
전의 객관요구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모색과 충분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기초위에 중국내 9개 성(구, 시)에 해협양안농업협력 실험구를 설립하였
다. 2006년부터 농업부는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과 공동으로 14개 성(시,
구)에 29개 대만농민창업원을 설립하도록 비준하였다. 이는 동부, 중부,
서부 및 북방지역을 포함하였고 대만의 우위산업의 국내에 이전 범위를
확대하고, 특색이 있고 중점적이며 상호연결하는 실험구와 창업원 체계
를 구성하였다. 또, 양안 농업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력차원을 제고
하였으며 협력효과를 증진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실험구와 창업원에 5,000여 개 대만투자기업이 입주하였다. 이는 중국
내 대만투자기업의 82%를 차지하였다. 실험구와 창업원의 대만투자 실
제사용 규모가 58억 위안으로 전체 중국 대만농업투자의 81%에 달하였
다. 실험구와 창업원은 대만농산업이 중국에로 이전하는 주요 집거지로
되었고 대만농업기업, 농업조직과 농민들이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는
“열토(热土)”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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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양안 기층 국민의 교류협력 플랫폼을 혁신, 농업인원 왕래와
기층교류의 발전을 추진
중국정부는 대만농민에 대한 사업을 중점 중의 중점에 두고 양안 농
업분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호신뢰, 공동인식축적, 형식
혁신, 내용충실, 협력합작을 적극 진행해왔다. 첫째, 양안 다양한 계층의
인원정보 교류를 적극 강화하였다. 양안 농업행정주관부문 고위직의 상
호방문 등의 교류를 적극 촉진하였다. 대만농업계 및 농어회, 농업합작
사조직, 농업전업협회, 농학원 학생과 일반농민을 초청하여 견학, 고찰
하도록 하고, 특히 중남부 지역의 농민과 농학원의 청년학생들이 중국
국내에 와서 견학하도록 지지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동질감을 증강하였
다. 해협양안 농업교류협회의 명의로 양안 농업협력세미나와 포럼 200
여 회를 주관 및 협조 개최하였다. 동시에 세미나 좌담회를 통해 대만농
업계와 농업자문, 동물역병퇴치, 동식물검역, 농업하이테크기술, 농업생
산판매체계 등 분야에서 안정적인 교류경로를 만들었다. 둘째, 대만 내
농회조직 등 사회단체와의 연결을 긴밀히 하였다. 대만 319개 향진의
농어회중 90% 이상 기층조직과 관계를 구축하였고 많은 농업사회단체
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소통과 협상구조를 수립하여 양안의 농업정보
교류, 산업협력, 돌발사건처리협력 등을 촉진하였다. 농회조직과 사회단
체는 양안 농업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활약적인 역량이 되었고 양안관
계를 튼튼히 하고 평화발전을 실현하는 민심의 기초가 되었다. 셋째, 새
로운 “양안 농촌좌담회” 플랫폼과 양안 기층농촌의 “자매결연”모델을
건립하였다. 2009년 이래 양안농촌좌담회가 각각 상하이 주쟈죠우(朱家
角)진과 장수성 쿤산(昆山)시 및 대만에서 3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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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층의 농업생산자, 전문가학자, 각급 농업조직책임자 및 업무주관
부문 책임자 1,000여 명 대표가 참석하였다. 해협양안의 90개 농촌이
“양안 농촌농업협력협약서(两岸乡村农业合作备忘录)”를 체결하였고 자
주적으로 45개 양안 농촌농어업협력 자매결연을 결성하였다. “자매결
연”은 양 지역 국민의 우의를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을 얻
고 공생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하였다. 양안의 기층 국민들은 “양안
농촌좌담회는 양안 일반인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이다. 우리 농촌끼리
향후 친척처럼 왕래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4.4. 호혜호리(互惠互利), 보완윈윈(互补双赢)의 원칙에 따라 양안
농업기술교류와 협력을 추진
양안의 농업기술과 관리경험에 대한 교류는 자발적인 동력과 협력기
초를 갖고 있고 이는 양안농업협력의 중요한 매개체와 내용이었다. 첫
째, 푸잰농림대학에 설립한 “해협양안 농업기술협력센터(海峡两岸农业
技术合作中心)”를 통해 대만에 대한 하이테크기술, 우질신품종 도입번
육, 시범보급, 연구개발혁신 등 사업을 집중 진행하고 양안 농업과학기
술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양안 농업협력조직 세미나와 훈
련반을 운영하고 대만 농산물시장 건설, 농민생산판매합작조직의 선진
관리경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해협양안 농민합작조직과의 협력
을 추진하였다. 셋째, 양안의 농업기술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현재 양안의 농업기술교류와 협력은 초반의 농업우량종 도입에서 점차
농업하이테크기술 도입, 농부산물정밀가공, 농업서비스 등 전반을 도입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농업기술요소의 우위분야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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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안농업교류협력의 실천과 성과가 증명하다시피 양안 농업의 협력
은 시대적 방향에 적응하고 군중의 기대에 부합하며 양안 동포, 특히 농
민들에게 실제이익을 부여한다. 현재 양안관계가 새로운 역사시점에 놓
여있고 양안관계와 평화발전이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양
안농업교류협력에 조건과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만에 대한 농업사
업은 중앙정부의 전반요구와 배치에 따라 역사적 기회로 삼아 양안농업
교류와 협력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각종 대만우대농업정
책을 집행하고 양안농민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며 방향을 혁신하고 구
조를 개선하며 홍보를 확대하여 양안농업의 협력 윈윈 국면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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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농산물시장체계 건설의 성과

21세기에 진입하여 중국은 농산물유통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였
다.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 다원화 시장체계를 형성하고 시장주체가 정
비되었으며, 농산물시장을 조절하는 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였
다. 시장의 효과적인 운행과 거시적 정책조절의 공동 역할에 힘입어 중
국의 농산물시장은 충족한 공급, 풍부하고 다양한 품종, 활발한 농산물
교역 등을 실현하였다. 농산물시장의 안정운행은 국민경제의 지속, 건
강한 발전에 단단한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의 건립을 위해 중요한 촉진역할을 하였다.

1. 농산물유통체제 개혁의 심화
당16대 이래, 중국 농산물유통체제 개혁은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하였
다. 식량유통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제도건설을 정비하는
것을 필두로 농산물시장의 시장화를 실현하였고, 점차 생산요소 구성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시장기능을 발휘하는 기초 위에 정부는 중점 농
산물시장에 대해 거시적 조절을 진행하고 농산물시장을 안정시키는 정
책프레임 구조를 건립하여 농업생산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효과적
으로 촉진하였다.

278

해외농업시리즈 12

1.1. 식량유통체제개혁을 지속 추진
20세기 90년대 말, 중국의 식량생산은 풍작을 지속하는 성과를 취득
하였지만 시장의 식량가격이 저조한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식량재배 적
극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식량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4억 3,070만 톤으로 14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식
량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식량
시장이 다시 긴장상태에 진입하였고 식량가격이 반등하였다. 식량유통
을 활성화하고 식량재배농가의 생산적극성을 제고하며 식량안보를 실
현하기 위해 정부는 엄격한 기본농지보호, 농업투입증대, 식량생산과
우량종보조실행 등 정책을 출범한 동시에 식량수매시장을 전반 완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4년 5월 23일, 국무원은 《식량유통체계개혁을 진
일보 심화하는 데 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粮食流通体制改革的意见)》
을 출범하여 식량수매와 판매시장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구매･판매 다
경로 경영을 실행하였다. 또 식량구매판매시장화와 시장주체 다원화를
실현하였으며 통일, 개방, 경쟁, 유질서한 식량시장체계를 건립하였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무원이 부족한 중점 식량품목에 대해 식량주산지로
부터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국무원은 《식량유통
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를 발표하여 식량생산경영, 거시적 조절,
감독검사와 법률책임 등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저수매가격
정책에 법률･법규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1.2. 시장제도건설을 지속 개선
2004년 식량수매시장 완화는 중국의 농산물시장이 시장화를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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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모든 농산물을 자유롭게 출하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시에 다원화 시장주체의 발전과 다양한 경로의 경영을
지지하였다.

국유농산물구매･판매기업도 정부와 기업분리를 실행하고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제의 시장주체와 평등한 조건으로
시장경쟁에 공동 참여하여 자주경영, 자체손익부담을 실현하였다. 최근
몇 년간, 농산물경영인, 농민전업합작사 등 시장주체가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고 이들이 농산물구매･판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정부는 각 시장주체의 일상
경영행위에 직접 간섭하지 않고 법률권한 내에서 지도, 감독, 검사와 서
비스를 진행하였다. 지역별 폐쇄를 금하고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고 비
축에 대한 배치를 개선하며 시장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전국 범위에
통일, 평등경쟁, 규범화, 유질서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현물시장을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2003년 이후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2004년 2월, 국무원은 《자본시장
의 개혁개방과 안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한 의견(关于推进资本市
场改革开放和稳定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선물시장의
안정발전”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고 선물시장의 발전을 지도하는 강령성
문건으로 되었다. 2007년 4월, 국무원은 《선물교역관리조례(期货交易管
理条例)》를 출범하였는데 이는 전국통일 선물감독관리 프레임을 정식으
로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2009년 9월 《선물회사의 분류 감독관리 규
정(시행)(期货公司分类监管规定(试行))》은 현존 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
였다. 이로서 중국의 선물시장은 법에 따라 시장을 관리하는 환경을 기
본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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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체계를 기본 확립
농산물시장개방이후 시장체제를 발휘하는 기초 위에 정부는 중점 농
산물시장에 대해 필요한 거시적 조절을 진행하여 최저수매가격, 임시비
축, 조절대응, 비축출하, 수출입조절 등 정책을 포함한 시장조절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는 정부식량안보,

농산물시장안정,

농가소득증대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1.3.1. 최저 수매가격 정책
정부식량안보를 위해 특히 식용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농업생산비용 변화상황에 근거하여 최저수매가격 수준을
정하였다. 시장가격이 최저수매가격 대비 낮을 경우, 정부는 사전에 확
정한 최저수매가격 수준에 따라 수매를 가동하여 농가의 기본수익을 보
장하였다. 반면 시장가격이 최저수매가격 대비 높을 경우, 수매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중국 농산물가격정책 중의 핵심내용으로서
농가가 밀, 수도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안정적인 예상수익을 부여하였다.
해당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내용이 있다. 첫째, 품목제한이
다. 식용식량인 밀, 벼 품목에 국한하고 사료용인 옥수수 등 기타 식량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지역제한이다. 주산지역에 국한하며 기
타 성급 지역은 참고로 집행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시간제한이다. 집중
출하기간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전년 실행하지 않는다. 2004년 정부는
수도에 대한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매년 최저수매가
격수준을 제고하였다. 2012년 인디카 품종의 조생종벼, 중만생종벼와
자포니카품종벼의 최저수매가격은 50kg 당 각각 120위안, 125위안,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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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으로서 2004년 대비 71.4%, 73.6%와 86.7% 상승하였다. 2006년 밀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정식 출범하여 백밀, 홍밀과 혼합밀의 수매가격은
초기의 50kg 당 72위안, 69위안, 69위안에서 2011년에는 각각 95위안,
93위안, 93위안으로 인상하였다. 2011년부터 두 해에 거쳐 홍･백밀에
대한 가격격차를 없애 2012년 백밀, 홍밀과 혼합밀의 최저수매가격은
모두 102위안으로 규정하였다(표 1).
최저수매가격정책 실시를 통해 정부는 상품식량자원을 대량 장악하여
시장조절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였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식량가격이 부
동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지만 정부는 최저수매가격, 식량경매보조와 방
출량조절 방식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였다. 해당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국내 식량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였고 또한 최
근 2년 국제식량가격의 “롤러코스터”식 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1.

연도별 식량최저수매가격 동향
단위: 위안/500g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백밀

0.72

0.72

0.77

0.87

0.90

0.95

1.02

홍밀

0.69

0.69

0.72

0.83

0.86

0.93

1.02

혼합밀

0.69

0.69

0.72

0.83

0.86

0.93

1.02

인디카조생종벼

0.70

0.70

0.70

0.70

0.77

0.90

0.93

1.02

1.20

인디카중만생종벼

0.72

0.72

0.72

0.72

0.79

0.92

0.97

1.07

1.25

자포니카벼

0.75

0.75

0.75

0.75

0.82

0.95

1.05

1.2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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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임시비축정책
임시비축정책은 2008년에 출범하였다. 당시 금융위기 배경하에 옥수
수, 유채씨, 대두 등 농산물가격 하락과 판매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었다. 비축가격은 주로 재배비용, 합리적인 이윤, 시장수급 등 요소를 참
고로 확정하였다. 해당 정책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여 광범한
농민을 대상으로 수매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여유물량을 방출하는 방법
을 통해 시장밑천역할을 발휘하였다. 품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옥수수: 2008년 2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정부가 동북
3성에서 6회 거쳐 총 4,800만 톤의 비축계획을 집행하였다. 평균 수
매가격이 50kg당 70~75위안(14% 표준수분)이었다. 2009년 12월,
재차 임시비축정책을 실행하였고 동시에 비축을 약간 조정하였다.
첫째, 수매를 완화하였고, 둘째, 수매주체를 증가시켰다. 중국비축량
관리총공사(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 외 남부지역 16개 성급 지방비
축량공사, 사료기업 및 중앙 직속 식량기업이 동북지역에서 수매를
진행하도록 지지하였고 동시에 정책적 수매를 집행하는 기업에 대
해 톤당 70위안 보조를 지급하였다. 셋째, 새로운 정부표준에 따라
수매를 진행하였다. 2010년 비축가격은 90~93위안이었고 2011년에
는 98~10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 대두와 유채씨: 2008년 연말 정부가 대두와 유채씨에 대한 임시비
축정책을 출범하였다. 주산지는 50kg 당 185위안과 220위안으로 가
격에 따라 대두 725만 톤, 유채씨 135만 톤을 비축하였다. 2009년,
2010년은 주산지에서 해당 정책을 지속하였고 동시에 비축기업에
대해 보조를 실행하였다. 2011년 대두 비축가격을 200위안으로 인
상하였고 2012년 유채씨 비축가격은 250위안으로 인상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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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0위안과 20위안 상승하였다.
- 면화: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생면(籽棉)은 한때 비용가격으로
하락하여 당해 연도 10~12월 정부가 연속 3차 비축계획을 집행하
여 총 272만 톤의 면화를 비축하였다. 2011년 3월, 면화가격을 안정
시키기 위해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1년도 면화 임시비축 예비안(2011年度棉花临时收储
预案)》을 출범하였다. 해당 예비안은 신쟝, 산둥 등 13개 면화생산
성에서 집행하였는데 임시비축가격은 톤당 1만 9,800위안이고 집행
기간은 2011년 9월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였다. 2012년에도
면화에 대한 임시비축정책을 지속하였고 비축가격은 톤당 2만 400
위안, 비축량은 322만 톤이었다.
- 설탕: 2012년 정부는 농가이익을 보호하고 설탕가격의 하락을 완화
하기 위해 설탕에 대한 임시비축정책을 실행하여, 임시비축가격은
톤 당 6,550위안이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100만 톤을 수매하고 광시
자치구가 50만 톤을 수매하였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는 첫 수매임
무 중 50만 톤을 달성하였고 광시자치구는 전부 완료하였다.
임시비축정책의 실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이익을 보호하고 농가
의 생산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면화예비안
은 신년도 면화 재배 전에 공포되어 면화생산을 안정시키고 비축기업의
적극성을 발휘하며 면화농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3.3. 생돈가격조절 예비안
생돈가격은 보통 3~5년을 하나의 파동주기로 한다. 2008년 초 생돈
가격이 재차 하락주기에 진입하였었다. 2009년 1월, 생돈가격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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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등 6개 부
처가 공동으로 《생돈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할 데 대한 조절 예비안
(임시시행)(防止生猪价格过度下跌调控预案, 暂行)》을 출범하여 주로 농
가이익을 보호하고 생돈생산의 안정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구조
를 확립하였다. 시장가격 파동 시 상･하한선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해
생돈시장가격의 주기적 파동을 완화하였다. 2009년 6월, 2010년 2월, 정
부는 비축을 진행하여 돼지가격의 전반적 하락을 적시에 방지하였다.
2011년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등 부처는 국무원의 생돈생산의
안정적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시장공급과
가격의 큰 폭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 생돈가격조절예비안을 개정하였다.
주로 생돈가격의 과도한 빠른 상승을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2년 5월, 정식으로 《생돈시장가격의 주기적 파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절 예비안(缓解生猪市场价格周期性波动调控预案)》을 발표하였다. 돼
지와 식량의 가격비율이 6:1~8.5:1 구간에서 합리하게 움직였다. 정책
실행효과로 보면 생돈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생돈시장을 안정
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정부가 생돈을 조절하는 시기, 역량 등 중대한 문
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생돈시장에 대한 정책조절의 규범화와
일상화를 추진하였다.

1.3.4. 비축방출정책
농산물의 수급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법규를 제정하
여 식량, 식용식물유, 설탕, 생돈 등 일부 중요 농산물에 대해 시장화 요
구에 부합하는 중앙비축과 지방비축제도를 실행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농산물공급 부족 혹은 판매난이 발생할 경우 주로 지방비축분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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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수매하는 등 방식을 통해 조절을 진행하였다. 농산물의 공급이 상
당 규모로 부족하거나 혹은 판매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비축분을 판
매 혹은 수매하는 방식을 통해 조절을 진행하였다. 중앙과 지방비축분
에 대한 수매, 판매, 전환은 원칙적으로 규범화된 도매시장이 공개교역
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3.5. 수출입조절정책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밀, 면화, 설탕 등 중요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할당을 실시하였다. 현
재 중국 농산물수입관세의 평균수준이 세계 평균수준에 대비하여 상당
히 낮고 또한 뚜렷한 관세 고봉이 없다. 2006년부터 정부는 대두유, 채
씨유, 종려유의 수입할당과 국영무역관리를 취소하였다. 현재 중국은
WTO가입 승낙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조건하에 국내 상황에 입각하여
수출입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원칙에 따라 수출입관세, 할당 등 방식을
통해 국제시장을 합리하게 이용하여 국내 여분과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조절하고 있다.

2. 농산물시장체계의 개선
당16대 이래, 중국의 농산물시장체계는 점차 개선되었고 동시에 장원
한 발전을 가져와 양적인 성장에서부터 수준제고, 구조개선, 혁신방식
발전을 실현하여 도매시장, 집무시장과 선물시장, 전통업종과 신형업종,
유형시장과 무형시장을 상호 보충으로 하는 다차원, 다유형의 유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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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였다. 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과 농가소득의 지속증대 그리고
도농주민의 소비수요를 만족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2.1. 유통네트워크의 건전화
첫째, 도매시장의 주요경로의 지위는 뚜렷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채
소, 과일, 수산물 등 신선농산물의 농산물도매시장 경유율이 70% 정도
를 차지한다. 도매시장은 모든 대중소도시와 농산물 집중산지에 보급되
었고 전국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 유통 대동맥을 관통하고 있다. 특히 최
근 일부 도매시장의 교역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되었고 파급 및 인도력도
크게 증강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억 위안 이상 농산물
전업도매시장이 981개, 매대수 53만 7,000개, 영업면적 4,063만 7,000㎡,
연간 거래액이 1조 593억 2,000만 위안에 달하였다. 2011년부터 농업부
는 우위주산지역의 집중산지에 정부급 농산물산지전문도매시장을 건설
하여 전국 물류집산중심, 가격형성중심, 정보전파중심, 과학기술교류중
심, 전시무역중심을 실현함으로써 현대농업의 생산배치와 상호 적응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적극 개척하였다. 둘째, 집무시장38) 관리가 규범화
로 발전하였다. 2011년 기준 중국의 농무시장(채소시장 포함)이 총 3만
3,000개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에 광범하게 분포되었다. 최근 농무시장
에 대한 개조를 적극 진행하였다. 지역별로 “농개초(农改超)”39)를 적극
추진하였고 노천･도로시장과 간편시장이 점차 고정장소와 정비설비를

38) 중국의 집무시장은 농산물자유시장 혹은 농산물집시시장을 가리킨다. 주로 농산
물소매거래를 진행하는 장소이다. 거래규모가 작고 거래주체가 대부분 개인이다.
39) 농개초(农改超)는 농무시장을 슈퍼 경영모델로 개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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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규범화시장으로 전환하였고 경영관리행위도 점차 규범화로 발전
하였다. 셋째, 유통기초시설을 지속 개선하였다. 정부의 관련계획과 재
정항목의 인도하에 도매시장은 교역홀, 시장 내 도로, 물･전기･통신 등
기초시설에 대해 개조승급을 진행하여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시
장의 기능도 향상되었다. 특히 콜드체인물류가 쾌속 발전하였는데 2011
년 과일채소, 육류, 수산물의 콜드체인 유통비중이 각각 5%, 15%, 23%
를 초과하였고 냉장운송비율도 각각 15%, 30%, 40%를 초과하였다. 넷
째, 현대경영관리방식을 점차 응용하였다. 일부 시장은 네트워크를 통
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혹은 전자정보 현광판을 설치하는 방식을 통
해 가격정보와 시장동향을 실시간 공포하였다. 일부 시장은 회원제를
실행하여 생산판매조직화 수준을 높였다. 일부 시장은 다년간 지속해온
현금교역방식을 폐지하고 전자무역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일부 시장
은 생산기지가공배송센터를 만들고 체인경영지점을 설치하여 생산･가
공･판매의 계열화 경영을 진행하였다.

2.2. 선물시장의 쾌속 발전
농산물선물시장은 중국의 농산물시장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지속하였고, 그동안 시동발전, 정리정돈, 규범화
발전 등 단계를 경과하였다. 현재, 4대 선물교역소 중 정저우상품교역소
(郑州商品交易所)와 다랜상품교역소(大连商品交易所)가 모두 주로 농산
물을 거래하고 있다. 농산물선물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고 시장운영도 점차 규범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격발견, 단순헤지(套
期保值)와 위험회피 등 기능을 점차 발휘하였다. 현대농업의 시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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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인도하며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면에서 적
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첫째, 출하품목이 점차 광범해지고 있다. 현
재 26개 출하품목(교역을 시작하지 않은 맥주용 보리와 녹두는 불포함)
중 농산물이 13개이다. 이중 대두, 옥수수, 두박, 대두유와 종려유는 다
롄상품교역소에서 거래되고 밀, 면화, 설탕과 채소씨는 정저우상품교역
소에서 거래하며 천연고무는 상하이선물교역소에서 거래한다. 둘째, 시
장교역규모가 지속 확대되었다. 2011년 농산물선물시장의 연간 거래량
이 4조 4,451만 5,600수, 거래금액이 46조 4,483억 600만 위안으로서
2003년 대비 각각 78%와 4.6배 증가하였다. 2011년 농산물선물시장 거
래량과

거래금액이

전국

선물시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17%와 33.78%에 달하였다. 거래규모의 확대와 교역물량의 증가는
시장의 유동성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선물가격이 관련 품목 현
물무역의 중요한 가격결정 기준이 되고 있다. 셋째, 시장기능을 효과적
으로 발휘하였다. 오랜동안의 발전을 통해 농산물선물시장의 가격발견
과 위험회피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두, 두박, 옥수수, 천연고무,
면화 등 대중 농산물 선물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크게 발전하여 현물
생산과 유통에 일정한 지도역할을 하고 있다. 농산물선물가격이 국내외
관련기업들이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2.3. 현대유통방식의 부상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농산물교역이 전업도매, 계약구매･판매, 경매거
래 등 방식으로 확대되었고 각종 신형의 현대유통업태가 부상하고 있다.
첫째, 체인경영이 쾌속 발전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체인할인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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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과 판매액 규모의 연평균 성장속도는 25% 이상에 달한다. 체인할인
마트는 점차 대중도시 농산물의 중요한 소매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2011
년 상하이, 베이징, 칭다우 등 도시의 농산물 체인할인마트의 판매량은
해당 지역 농산물 전체 소매량의 20%이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전자상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개년
계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计划规划纲要)》는 전자상거
래를 적극 발전시키고 정보네트워크기술의 농산물교역, 농업기술보급
등 분야에서의 응용을 중시할 것을 제기하였다. 정부의 관련 부처가 《전
자상거래 “11･5”발전계획电子商务发展十一五规划》, 《전자상거래의 규
범화 발전을 촉진할 데 대한 의견(关于促进电子商务规范发展的意见)》등
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정책환경을 창조하였다.
2011년 전국 각종 농업관련 홈페이지수가 3만 개를 초과하여 농산물구
매판매 업무의 온라인 연결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고 농산물 온라인 교
역규모를 확대하였다.

신용시스템,

결산지불시스템,

분쟁중재시스템과

물품검수배송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농산물전자상거래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상하고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검수하고 거래하고 대
금을 지불하던 기본 방식으로부터 점차 온라인으로 교역을 진행하고 대
금을 지불하는 고급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와 슈퍼
의 연결(農超對接)”이 점차 보급되었다. 2008년부터 농업부와 상무부는
합작사와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기업간에 “농민전업합작사와 슈퍼의 연
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지하였다. 2011년 30개 성(자치구, 직할시)은
“농민전업합작사와 슈퍼의 연결”사업을 추진하였고 채소, 식량･유, 축산
제품, 건･신선과일, 찻잎, 수산물, 식용균, 특색양식 등 십여 개 종류의
농산물이 포함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만 5,600개 농민전업합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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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할인마트가 안정적인 생산판매 관계를 건립하였다. 그 외 2011년 농
업부는 “농민전업합작사와 단지의 연결(农社对接)” 시범을 가동하였다.
27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합작사가 개설
한 직판점이 5,342개, 판매금액이 95억 위안에 달하였다. “농민전업합작
사와 슈퍼의 연결”, “농민전업합작사와 단지의 연결”, “농민전업합작사
와 기업의 연결(农企对接)”, “농민전업합작사와 학교의 연결(农校对接)”
등 신형의 유통모델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2.4. 다원화주체가 지속 장대
최근 몇 년간, 농산물시장의 유통주체가 다원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농촌경제인,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업산업화용두기업 등이 농산물시
장유통의 주력군으로 형성되었고 업계협회를 대표로 하는 중개조직도
농산물시장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시장안정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공상부처에 등록한 합작사수가 52만
2,000개, 합작사에 참여한 농가수가 4,100만 호에 달하고 각종 농산업화
조직이 28만 개로 1억 1,000만 농가를 인도하고 있다. 용두기업수가 11
만 개에 달하는데 용두기업은 정부중점용두기업을 핵심으로 하고 성급
용두기업을 주력으로 하며 중소규모 용두기업을 기초로 하는 국면을 형
성하였다. 농촌경제인 수는 600만 명에 달하고 80%이상의 농산물이 농
촌경제인의 수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또한 각급 다양한 농업업계협
회 특히 전국범위 1급 사회단체조직이 생산판매연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정보서비스를 진행하고 무역 플랫폼을 광범하게 구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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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판매촉진능력의 확대
당16대 이래, 농산물판매촉진전략이 각급 정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첫째, 전시무역 플랫폼을 개선하였다. 브랜드농업전시를
적극 지원하고 전시자원을 통합하였고 국제적, 전국적, 지역적으로 상호
연결하고 종합성과 전문성을 상호 보충한 전시판매체계를 형성하여 농
산물무역을 촉진하고 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형성하
였다. 이 중, 농업부 주최 중국국제농산물교역회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농업전시회로 자리잡았다. 국내기업이 일본, 유럽, 미국
등 정부의 대규모국제농업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통일전시, 통
일장식, 통일홍보 등 방식을 통해 기업을 도와 해외무역을 개척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발하도록 하였
다. 둘째,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는 활동을 광범하게 진행하였다. 주산지
역이 특색우위제품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적극 지지하였다 주산지역이 “대외로 나아가자(走出去)”정책을 실시하여
판매지역 도시에서 특색우위농산물에 대한 홍보설명회와 무역상담회를
진행하도록 지지하였다. 또 사회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우위
주산지 주도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인도하였다. 셋째, 네트워크를 통
한 판매촉진성과가 뚜렷하다. 각종 농업관련 홈페이지에서 농산물출하
공급정보를 수집･발표하는 기능을 확대하여 주요한 산지, 제품이 출하
전에 공급정보를 사전에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농업정
보망(农业部信息网)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방문객수가 50여 개
정부와 지역을 포함하였다. 2011년 연말 기준 “수급원스톰(供求一站通)”
의 등록자수가 39만 명을 초과하였고 누적 발표정보가 200만 건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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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온라인 전시장”에 발표한 누적 기업정보가 1만 5,000건, 제품정보
2만 6,000건에 달하여 농산물 연결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였고 시종
폐막하지 않는 농산물교역회를 형성하였다. 넷째, 응급판매촉진 구조가
개선되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광시 바나나, 닝샤 감자, 싼시 사과,
신쟝 과일, 장시 감귤, 하이난 과채 등 신선농산물의 돌발적인 판매난 문
제에 대해 홍보인도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적극 진행하고 전시설명회
를 조직하여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여 비축과 가공을 증가하는 등 다양
한 조치를 취하여 적시에 대응하였다. 동시에 조직보장, 예비경보, 응급
반응, 홍보인도, 부처별 협조, 평가격려 등 장기적인 구조를 건립하였다.
다섯째, 농업브랜드건설을 강화하였다. 2006년 농업부가 《농업브랜드화
사업을 진일보 추진하는 데 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农业品牌化工作的
意见》을 출범하였고 2011년 7월 정부품질검역총국, 농업부 등 부처가
공동으로 《브랜드건설을 강화하는 데 대한 지도의견(关于加强品牌建设
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농업브랜드발전전략을 적극
실행하도록 추진하였다. 헤이룽장 우창(五常)쌀 등 시장지명도가 높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브랜드를 육성하였다. 농업브랜드는 “시장인도, 기업
주체, 정부지지, 사회참여” 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3품1표(三品一标
)”40)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2011년 연말 기준 무공해제품 7만 2,672개,
녹색식품 1만 7,158개, 유기농산물 4,733개, 농산물지피표시를 획득한
보호제품이 835개에 달하였다. “3품1표” 제품총량이 전국 식용 농산물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40) 3품1표(三品一标)중 3품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을, 1표는 농산물지
리표지를 말함.

중국 농촌경제발전 10년(2002∼2012)의 성과

293

2.6. 정책환경의 지속 개선
첫째, “녹색통로”정책을 지속 개선하였다. 2005년부터 농업부와 교통
부 등 부처가 전국에 “5종2횡” 신선농산물 유통의 “녹색통로”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합법적으로 신선농산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
를 실행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12월부터 전
국 범위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도로(비용징수를 진행하는 교량, 터널 포
함)가 신선농산물운송의 “녹색통로” 네트워크 범위에 포함되었다. 《신
선농산물 품목 목록》을 확정하고 신선채소, 신선과일, 신선수산물, 생가
금, 신선 육･알･유류 등 5대 항목을 포함하였고 2010년에 감자, 사탕수
수, 신선옥수수, 신선땅콩 품목을 추가하였다. 둘째, 집무시장의 관리비
와 개인 경영자의 관리비용을 취소하였다. 2008년 9월 1일, 정부는 농산
물집무지상의 관리비와 개인 경영자의 관리비 징수를 중단하는 정책을
출범하여 시장과 경영자의 연간 300억 위안 부담을 경감하였다. 셋째,
농산물유통에 대한 정부지지력을 지속 확대하였다. 《새로운 채람자공정
건설을 진일보 총괄하는 데 대한 의견(关于统筹推进新一轮菜篮子工程建
设的意见)》, 《채소생산을 진일보 촉진하여 시장공급과 가격의 기본안정
을 보장하는 데 대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蔬菜生产保障市场供应和价格
基本稳定的通知)》, 《물류업의 건강발전을 촉진할 데 대한 정책조치 의
견(关于促进物流业健康发展政策措施的意见)》, 《신선농산물의 유통체계
건설을 강화하는 데 대한 의견(关于加强鲜活农产品流通体系建设的意
见)》을 출범하여 농산물유통에 대한 지지력을 확대하였다. 토지정책에
서 도매시장의 용지는 공업용지로 대우하고 토지이용 전반계획에 부합
될 경우 우선공급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농촌집단경제조직이 계획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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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집단의 토지를 사용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토록 지지하였다.
물, 전기, 가스, 에너지 가격 문제에서 신선농산물 업무를 진행하는 냉
동저장고 전기에 대해 공업용과 동일 가격으로 책정하고 농산물도매시
장과 농무시장의 물, 전기, 가스, 에너지 가격은 공업용과 동일가격을
적용하였다.

세수정책면에서,

“채람자”제품의

기초가공과

유통기업의

부가가치세 공제수속을 간편화하고 불합리적인 행정적인 비용징수를
취소하였다. “채람자”제품의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경 검사
검역비를 감면하고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농산물
의 부가가치세공제정책에 대한 조정시범을 실시하여 채소유통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 금융정책에서 은행 등 금융기구가 용두기업
에 대한 지지력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사회자금이 “채람자”제품의
생산, 유통 등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였다.

3. 도전과 향후 중점 임무
3.1. 농산물시장의 도전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중국의 농산물소비수요가 지속적 증가추세
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지, 물, 기후 등 농산물 생산과 공급 제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농산물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압력이 증가하고 있
다. 여러 품목의 시장추세를 보면, 식량수급은 장기간 긴장상황을 지속
하게 되고 품목별, 구역별 등 구조적 모순도 점차 나타나게 될 것이다.
면화, 유지작물, 설탕 등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국내외 시장의 융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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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확대되어 국제시장의 파동이 국내시장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육류, 알, 우유, 사과 등 신선농산물은 계절적, 주기적 파동이
크고 개별 품목은 지역, 구조, 단계별 폭등락 및 판매난 현상이 거듭되고
생산과 판매의 연결과 시장조절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3.2. 농산물시장체계건설의 주요 임무
농산물시장은 한 편으로 천만 호에 달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만 호 농가의 취업소득 증대
와 연결되어 있다. 농산물시장은 자원배치, 균형적인 도농발전과 연관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신세기 “3화동보(三化同步)”41)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유통체계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체계건설을 강화
하며 시장운행효율성을 제고하며 농업생산발전과 농산물시장안정을 촉
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첫째, 조직화정도를 제고하고 시장주체를 적극 육성하는 데 주력하여
야 한다. 전형모델의 인도를 통해 훈련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경영
규모가 크고 서비스능력이 강하며 품질안전이 우수하고 민주관리가 잘
되는 전업합작시범사를 집중 지원한다. 그리하여 많은 농민전업합작사
의 쾌속 발전을 인도하여 농민들을 국내외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이끄
는 현대농업경영조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산물경제인에 대
한 훈련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경제인의 업무집행능력을 제고하여 그들
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또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연합 및 협력하도록 하

41) 3화동보는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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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영수준을 제고하고 경영실력을 증강하여 자연인으로부터 법인조
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두기업과 농민들이 밀접한 이익연결
구조를 건립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농업산업화에 대한 지지정책조치
의 집행을 강화하고 용두기업의 산업고리를 연장하고 제품의 부가가치
를 제고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의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는 데 주
력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법(农产品批发市场法)》, 《농산물도매시
장관리조례(农产品批发市场管理条例)》출범을 가속화하고 도매시장의 공
익 혹은 준공익 성격을 명확히 하며 정부투입을 적당히 증가하여야 한
다. 설비가 정비되고 기능을 갖추어 파급 및 인도력이 강한 정부급 및
지역 산지도매시장을 대량으로 지원하고 지역우위를 갖춘다. 또 교통이
편리한 대중도시에 대형 집산형 농산물물류센터를 건설하여 배치가 합
리적인 전국적 핵심농산물도매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농산
물 처리조절과 쾌속 집산능력을 제고하고 농업생산 배치와 상호 적응하
는 도매시장구조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산지집산과 소비지공급보장
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셋째, 생산과 판매의 연결을 촉진하고 현대유통방식을 적극 발전시키
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체인경영발전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중간유통
단계를 감소시킨다.

농산물도매시장,

농업산업화용두기업,

농산물유통

기업 등 시장주체를 인도하고 계약농업을 발전시키며 농민전업합작사
와 슈퍼의 연결하는 등 형식을 통해 생산기지와 농가가 장기간의 안정･
긴밀한 협력관계를 건립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현대정보네트워크기술
을 이용하고 통일･권위･개방･공동향수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정보발
표 플랫폼을 건립하여 적시에 전반 농산물수급정보를 수집 및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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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산물시장 운행의 투명도를 제고한다. 동시에 이 기초 위에 농산
물의 온라인무역을 점차 발전시켜야 한다. 농산물 선물교역을 지속 발
전시켜 출하품목을 확대하고 농산물생산경영기업이 선물시장에 단순헤
지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지지정책을 출범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정부부처의 관리기능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각종 시장주체의 경영행위를 규범화
하고 시장에서의 평등한 경쟁과 유질서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비용징수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도매시장, 슈퍼 등에
대한 경영비용 징수를 규범화하며 불합리적인 행정적 비용징수 항목을
점차 감소해야 한다. 현재의 각종 지지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신선농산
물의 녹색통로정책을 장기간 실행 및 개선하며 유통단계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농산물유통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세금징
수, 재정, 금융 등 분야에서 농산물시장유통에 적당한 지지정책을 부여
하여 농산물유통에 유리한 발전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과 시장안정을 확보하고 농산물
시장조절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 식량, 면화, 식용유, 당, 등
대중농산물에 대해 최저수매가격, 임시비축정책을 위주로 하는 거시조
절정책을 정비하여야 한다. 밀, 수도의 최저수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인
상하고 옥수수, 대두, 유채씨, 면화 설탕 등 품목에 대한 임시비축을 적
시에 가동하여 식량, 면화, 유, 당 등 농산물의 비축제도를 안정시켜야
한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절방법을 적극 개선하고 생돈시장의 가
격조절예비안을 정비하며 주요 채소품목의 가격안정구조를 적극 모색
하여야 한다. 국내외 농산물시장의 감독관측예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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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합하여 수출입, 처리조절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내 농산물시장
을 안정시켜야 한다.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자원을 정돈하고 전국적, 지
역적 농산물의 정보공유 플렛폼을 건립한다. 또 농업통계조사와 예측분
석을 강화하고 통일된 중대정보발표제도를 건립하여 시장안정을 위해
양호한 여론 환경을 창조하고 농민들의 합리적인 생산배치를 인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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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농산물품질안전의 새로운 수준

당중앙과 국무원은 농산물품질안전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여 일련의
중대결책을 발표하였다. 2001년부터 “무공해식품행동계획(无公害食品行
动计划)”을 실시하고 일련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집행하여 농
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당16대 이래 연속 몇 개
중앙 1호 문건은 농업표준화를 실시하고 검사검역체계를 정비하는 데
대한 중대한 조치를 지적하였다. 2006년 농업분야의 이정표 역할을 하
는 종합법률인 《농산물품질안전법(农产品质量安全法)》이 정식으로 발
표 및 실시되어 최초로 각급 농업부처, 생산경영기업의 품질안전에 대
한 법률적 책임을 법으로 규명하였다. 2007년 4월 23일 중앙정치국은
농업표준화와 식품안전문제를 주제로 단체교육을 진행하였고 후진타우
총서기는 “농업표준화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군중
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되고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전반에 연관되
는 중대한 임무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앙농촌사업회의
는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중대한 임무로 간주하여 업무를
배치하였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에 따라 각급 농업부문은 농업생산
을 주도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산물품질안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업부는 연속 3년간 “주요 농산물의
품질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농업농촌경제발전의
중심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농산물품질
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정하고 정책지지, 과제배정, 경비보장 등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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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확대하였다.
당16대 이래의 10년을 돌이켜 보면 중국의 농산물품질안전 사업은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였고 과학발전의 새로운 문
장을 기록하였으며 농산물품질안전수준이 크게 제고하였다. 감독측정결
과를 보면 2011년 전국 주요 도시 채소, 축산물, 수산물의 품질안전 합
격률이 각각 97.4%, 99.6%와 96.8%에 달하여 전반 합격률은 10년 전
대비 30% 제고하였다. 이는 중국의 농산물품질이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소비가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년 동안 농산물품질안전은 분
야별로 중대한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
는 다음의 여섯 측면에서 나타난다.

1. 법률 법규의 정비, 관리감독체계의 구축
당16대 이래 중국은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심도 있게 진행하
였다. 농산물품질안전 관련 법제건설은 분산에서 점차 시스템적인 규정
에로 전환하였고 거시적 원칙에서 점차 구체적인 조절로 전환하였으며
의존할 법률이 있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과학적으로 관리
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1.1. 법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국면을 형성
정부가 《농산물품질안전법(农产品品质安全法)》, 《식품안전법(食品安全
法)》과 관련 《식품안전법실시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유제품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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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관리조례(乳制品品质安全监督管理条例)》등

법률법규를

발표

및 실시하였다. 농업부는 또한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无公害农产品管
理办法)》,

《농산물산지안전관리방법(农产品产地安全管理办法)》,

《농산

물 포장과 표시관리방법(农产品包装与标识管理办法)》등 부처의 규정 및
강제적 기술규범을 제정하였고 50개 농약, 47개 수의약 및 다양한 사료
첨가제에 대한 사용금지령을 발표하였다. 지방별 인민대표대회와 정부
도 실제상황에 따라 《후난성 농산물품질안전관리방법(湖南省农产品品
质安全管理办法)》, 《산둥성 농산물품질안전조례(山东省农产品品质安全
管理办法)》등과 같은 관련 지방법규를 출범하였다. 농산물품질안전은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2008년 농
업부는 농산물품질안전 법집행감독관리 기능을 집행하는 농산물품질안
전감독관리국을 설치하였고 각 지역도 기구개혁을 통해 감독관리기구
를 적극 건설하였다. 현재 전국 범위에 성급 농업청 전체가 농산물품질
안전감독관리국(처, 판공실)을 설치하였고 80%의 지방도시와 60%의 현
급 농업부문에서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 전문기구를 설치하였고 50%
의 향진에서 전문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 공공서비스기구를 건립하였
다. 중국의 농산물품질안전 감독관리기구는 “무에서 유로의 발전”을 실
현하였다.

1.2. 과학적 감독관리 능력의 제고
각급 농업부문은 “법에 따라 감독,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목표에 따
라 농산물품질안전 관련 행정감독관리체계를 건립 및 정비하는 동시에
표준화추진과 “3품1표(3品1標)42)” 인증사업체계, 검역검사체계, 위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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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계와 품질안전연구체계 등 건설을 가속화하였다. 농산물품질안전표
준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는 팀과 성급, 현급의 “3품1표”사업기구를 건립
하여 농산물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보장 역할을 하였다. “11･5”
와 “12･5”기간 동안, 중점적인 건설을 진행하여 성급, 현급 농산물품질
안전 검역검사체계를 정비하였고 검역능력도 제고하여 과학적 감독･관
리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기술력을 제공하였다. 농산물품질안전에 대
한 위험평가체계를 구성하여 국가농산물품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
와 위험평가실험실이 주최가 되어 부처급 위험평가실험실과 주산지 위
험평가감측참(站)을 분기별, 단계별로 인증하였다. 인증을 받은 기관들
은 위험평가, 위험동향 추적평가와 위험교류 등 업무를 진행하여 정부
의 농산물품질위험관리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농산물품질안전
연구체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성(자치구, 질할시)이 농산물품질안전 전문
연구기구를 설립하고 농업품질표준과 검측기술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 농업표준화 추진, 생산 원천지 보장능력 제고
농업표준화는 현대농업의 중요한 표징이다. 2007년 중앙정치국 제41
차 단체교육 시 후진타우 총서기가 “농업표준화가 없으면 농업현대화
가 있을 수 없고 식품안전보장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당17기

42) 3품1표(3品1標) 중 3품은 무공해농산물(无公害农产品), 녹색식품(绿色食品), 유기
농산물(有机农产品)을, 1표는 농산물지리표시(农产品标识)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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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에서 통과한 《농촌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중대문제의 결정(关于
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은 농업표준화사업을 강화할 것
을 요구하였다. 실천 가운데 농업부문은 농업표준화를 시종 방향성, 전
략성을 갖춘 중요사업으로 추진해왔고 단기적으로는 농산물품질안전문
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농업발전방식전환을 추진하여 농업관련 산
업의 승급을 추진하였다. 10년 동안의 쾌속발전을 통해 표준화는 표준
제도수정을 주로 진행하던 것으로부터 점차 표준제도개정과 실시를 병
행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표준내용도 기술표준 위주에서 점차 기술
과 관리표준의 병행으로 전환하였고 표준의 실시는 생산단계를 중시하
던 방향으로부터 점차 생산과 유통 등 전반 과정에 대한 표준화로 전
환하였으며 표준화목표는 농산물생산량을 제고하고 소비안전을 보장하
던 쪽에서 점차 “다수확, 우수품질, 고효율, 생태, 안전”의 농업발전촉
진으로 전환하였다.

2.1. 농업표준화체계의 정비
농업업계표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업을 특정조항으로 지지하기
위해 농업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농업업계표준 제정･개정의 재정특
정조항계획(农业行业标准制修订财政专项计划)》을 가동하였다. 이는 농
업표준화사업이 쾌속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었다. 10년 동안 농
업분야별 표준 제정･개정사업을 강화하였고 표준범위는 농산물생산 전
반과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종자종묘번육, 산지환경, 농산물품질안전, 동
식물역병퇴치, 생산기술규범, 농산물등급규격, 포장표시 등 분야를 포괄
하였다. 2011년 말까지 농업부가 제정 및 발표한 국가･업계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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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조항에 달하였는데 당16대 이래 10년간 제정 발표한 농업표준수가
지난 50년 동안 발표한 표준 대비 2.8배 수준이었다. 특히 2009년의 《식
품안전법(食品安全法)》출범은 농업부가 잔류농약･수의약 식품안전에 대
한 국가표준을 제정 및 발표하는 법적근거를 부여하였다. 2010년 농업
부는

식품안전국가심사평가위원회,

잔류농약분위원회와

잔류수의약분

위원회를 설립하여 잔류농약･수의약표준에 대한 정돈과 제정･개정 사
업을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의 잔류농약･수의약 제한량이 2,800여
개, 검측방법이 900여 조항에 달한다. 이는 농산물품질안전을 고려한 생
산, 검측, 법집행에 기본 기술근거를 제공하였다.

2.2. 농업표준화 실시 시범을 추진
농업표준화 시범구 형식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의 전반과정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표준화를 실시하는 기본 방향이다. 농업표준화를 실시하
는 효과적인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업부는 “무공해식품행
동계획(无公害食品行动计划)”을 통해 무공해농산물표준화 생산시범구를
적극 건설하고 이들이 전체를 이끌어 표준화생산을 인도하게 하였다.
2005년 농업부는 농업표준화를 농업과 농촌경제사업의 주요 추진방향
으로 삼고 “국가급 농업표준화시범현(장) 창건을 통해 농업표준화를 적
극 추진”할 데 대한 사업배치를 진행하였다. 2006년 농업부는 농업표준
화실시 시범현에 대한 특별조항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전국범위에 농업
표준화 시범현(장)이 591개에 달한다. 시범현 건설은 농산물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중심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도적 추진에 의존하고 용두기
업과 농민전업합작사를 주체로 하였다. 시범현은 조직관리, 제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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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전환과 훈련, 투입물관리, 브랜드건설 등 사업을 중요시하였다.
시범제품의 품질안전수준이 전국 평균수준 대비 월등히 높았고 시범현
사업은 농업규모화생산, 전업화서비스와 집약화발전을 촉진하였으며 농
업브랜드화건설을 추진하였고 농가소득을 증대하였다. 표준화시범현의
인도하에 2010년 농업부는 농업표준화창건을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고
재배업, 목축업, 수산업 전반에 표준과수원, 표준차농원, 채소표준원, 가
금표준화규모화사육장, 수산건강양식시범장 등 “3원2장(3园2场)”건설을
진행하였다. 현재 전국에 총 4,460개 3원2장을 건설하였고 성(구, 시)별
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우위농산물, “채람자”제품, 수출농산물을 대상으
로 하여 우위를 발휘하고 자원을 정돈하며 표준화시범구를 건설하여 표
준화 집행능력을 확대하였다.

2.3. 농업표준화 전문가팀의 건립
표준화 과제를 통해 인재를 모으고 표준화 홍보훈련을 수단으로 인재
를 배양하며 표준화 국제활동을 플랫폼으로 인재를 단련하는 것은 전문
가팀을 건설하는 유익한 경험이다. 농업부는 채소, 과일, 수산, 목축, 농
산물가공, 열대작물, 농약잔류, 수의약잔류, 동물역병퇴치, GMO, 식품신
품종, 사료, 메탄가스 등 전문화된 표준화기술위원회 18개를 구축하였는
데 전문가위원이 천여 명에 달한다. 현재 과학연구, 교학, 관리, 기술보급
기구를 기초로 표준화기술위원회를 핵심으로 한 농업표준화팀이 기본적
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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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제표준 제정, 발언권의 제고
국제농산물무역규칙을 제정할 때의 발언권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식품규격을 핸들로 하고 피동적인 참여로부터 능동적인 참여의 과
정을 거쳤다. 또 고찰학습에서 흡수혁신으로 발전하였고 추종을 통한
제정에서 실천주도의 길을 거쳤다. 중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가입
한 초기에는 주로 농산물국제무역규칙의 제정과정을 공부하고 이해하
는 과정이었다. 최근 중국 농업부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중 중국연락처
의 기능을 집행하고 있다. 전문가와 기술인원을 선발･파견하여 국제식
품규격의 각종 위원회의 표준 심사평가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연간
전문가 파견수가 60여 명에 달하였다. 2006년 중국은 국제식품규격 잔
류농약위원회의 주최국 자격을 성공리에 쟁취하였고 연속 6년간 잔류
농약위원회 연도별 포럼을 개최하였다. 회의를 주최하고 개최하는 것을
통해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이미지를 제고하였
고 또한 국내외에 중국 농산물 품질안전사업의 새로운 효과, 새로운 성
과를 홍보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트리아졸린(三唑磷), 아세틸메티
미도포스(乙酰甲胺磷), 류단(硫丹, endosulfan) 등 농약품종의 수도, 찻잎
의 잔류 제한량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중국의 국제표준에 대한 발언권
을 크게 제고하였다. 예를 들면 2007년 중국이 찻잎의 류단잔류제한량
을 4년 재차 보류할 것을 건의하여 채택되었었다. 이는 중국의 찻잎수
출의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잠재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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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제교류협력의 지속 강화
농산물무역 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국제무역을 촉진
하기 위해 중국은 농산물품질안전관리와 관련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적
극 진행하였다. 농산물 기술적 무역조치에 대한 정부 측의 심의는 WTO
규칙을 이용하여 WTO 회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다. 또한
국외의 기술적 무역조치에 대응하고 농업수출과 산업발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2004년부터 농산물 기술적 무
역조치에 대한 정부 측 심의를 가동한 이래 점차 규범화된 사업제도를
건립하였다. 농업부에 WTO 통보연락점을 건립하고 전문가사업팀을 구
성하였으며 농산물품질안전표준과 WTO의 농업관련 통보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표준조직의 사업동
향을 적극 파악하고 정보예측경보를 통보함으로써 정부 측 평가심의의
지속 발전을 추진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업부가 국외 기술적 무역조
치 500여 항에 대해 평가심의를 진행하여 중국 농산물의 국제무역이익
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다. 동시에 “948”, 공익성 과학연구 특별조항 등
과제지원을 통해 전문인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견학하도록 하였고 농산
물품질안전관리기술을 도입하였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내 농산
물품질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국제규칙제정에 대한 참여력을 강
화하였고 중국 농산물의 품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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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검측 강화, 모니터링조기경보 능력 증강
“장인이 일을 잘 하려면 우선 도구를 잘 다듬어야 한다.” 농산물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도구”가 기술이고 기초가 검사검측이다. 검
사검측은 농산물품질안전 상황을 장악하고 농산물품질안전의 법집행을
과학적으로 집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며 농산물품질안전의 후환을 면밀히
조사하고 표준을 제정하며 생산과 소비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관건이다.
10년 간 농업부는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적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
에 이르기까지 검사팀을 건립하여 “검사할 수 없고, 검사해낼 수 없고,
정확하게 검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무에서 유로 발전하였고
시범에서 시작하여 모니터링 제도를 점차 정비하였다. 전국 모니터링 네
트워크를 형성하였고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능력을 제고하
고 농산물품질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3.1. 중국특색이 있는 농산물품질안전 모니터링제도의 형성
2001년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深圳) 등 4개 도시의 채소, 축산물
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시범을 시작으로 중국은 농산물품질안전 관례
모니터링, 농산물품질안전 조사와 농산물품질 안전감독 샘플조사 제도
를 점차 확립하였다. 또한 농약 및 잔류농약, 수의약 및 잔류수의약, 사
료 및 사료첨가제와 수산물의 잔류약 등에 대한 감독제어 계획을 가동
하였다. 현재 모니터링 범위가 전국 150개 대･중 도시, 80여 개 품목 농
산물로 확대되었고 87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주요도시, 주요 농산물산지
와 주민들이 일상 소비하는 대중농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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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질안전상황 공동회의제도를 수립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등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농산물품질안전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대폭 제고하였다. 10년 이래 검사를 진행한 누적 샘플수가 40
만개, 유효한 검사데이터 600만 개를 획득하였다. 동시에 《농산물품질
안전정보발표관리방법(农产品质量安全信息发布管理办法)》등을

제정･출

범하여 모니터링과 정보발표행위를 규범화하였다. 예비경보를 통보하는
것과 검사와 단속을 연동하는 제도를 건립하였고 관례적인 모니터링 결
과를 적시에 관련 부처와 지방에 통보하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 정보를 발표하고 생산과 소비를 적시에 지도하였다. 관례 모니터
링 결과에 따라 감독, 샘플조사 역량을 확대하고 법에 따라 불합격 제품
과 기업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여 검사와 단속을 연동하였다. 각급 농업
부문이 공동으로 실천 속에서 모색하여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현재 중국 감독･관리사업의 실제상황과 부합하고 농산물품질안
전 감독･관리의 실제수요를 만족하고 있다.
그림 1.

채소 잔류농약에 대한 모니터링 합격률 변화추이, 20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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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축산물 잔류수의약에 대한 모니터링 합격률 변화추이, 2001~2011

합격률 (%)

100

90

97.1

97.2

97.1

2003

2004

2005

98.5

98.5

98.7

99.5

99.6

99.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92.8

80

70
66.5
60

50
2001

그림 3.

2002

수산물 잔류약에 대한 모니터링 합격률 변화추이, 200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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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검사체계 관련대오 건설의 정비
“11･5”기간부터

정부가

《전국농산물품질안전검사검측체계건설규획

(全国农产品质量安全检验检测体系建设规划(2006-2010年))》과 《전국농산
물품질안전검사겅측체계건설규획(全国农产品质量安全检验检测体系建
设规划(2011-2015年))》을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중앙부처, 성, 지역, 현
급 농산물품질검사기구 총 1,850개를 건설하였고 이 중 현급 농산물종
합품질검사참(站)이 1,705개에 달한다. 농업계통품질검사기구수가 2,225
개, 종사인원이 2만 3,000명에 달하는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고
위직이고 각급 품질검사기구의 고정자산 총규모가 130억 위안에 달하
며 실험실 총면적이 150만 ㎡에 달하여 품질검사체계건설이 장원한 발
전을 취득하였다. 동시에 검측기구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하였다.
《농산물품질안전검측기구

심사관리방법(农产品质量安全检测机构考核管

理办法)》등 규정제도를 출범하고 검측기구에 대한 심사와 인증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검측기구의 심사평가인원과 검측기술인원에 대한 관
리와 훈련을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중앙재정 투자를 통해 현급 농산물
품질검사참의 책임자 모두가 1회 훈련을 받았다. 2011년에 전국기층검
측기술인원 첫 경합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1,367개 지역, 현급 품질검역
기관의 총 6,792명 기술인원이 시합에 참여하였다. 이 대회는 기층검측
기술인원들이 검측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적극성을 크게 불러일으
켰고 이들의 기술수준을 높였다.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각급 품
질검측기관 특히 기층검사검측기관의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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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1･5”

기간 농업분야 품질검측기관의 발전추이

품질검역기구수( 개)

검측인원수( 명)

2,300

24,000
2,225

22,977

2,200
22,000
2,100
2,000

19,646

20,000

1,932

1,900
18,000
1,800
1,700

16,000
2005년

2010년

2

2005년

2010년

설비자산( 억위안)

실험실면적( 만m)

160

60
131.44

48.3

120
40
82.61
80

25.7
20

40

0

0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4. 특정조항 정돈, 가짜 농자재 단속 성과 및 중요
문제의 효과적인 억제
4.1. 특정조항으로 정돈을 추진
특정조항으로 정돈을 진행하는 것은 핵심문제를 집중 처리하는 감독
관리 수단이다. 최근 몇 년간 농업부가 일련의 특정조항에 따른 정돈 활
동을 진행하여 일부 구역, 업종별 핵심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고
농산물품질안전 중대안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기
여를 하였다. 2003~2004년 테트라민(毒鼠强, 쥐약) 특정조항을 설치하
여 테트라민 생산원천과 판매 네트워크를 철저하게 폐쇄하였고 사회에
유통되고 있던 테트라민 쥐약 250톤을 회수하였다. 또한 살서제(殺鼠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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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격 심사비준과 지정지점 제도, 통일구매･발행･사용제도, 통일멸
서(滅鼠)제도를 건립하여 테트라민 중독사고와 독물투여 안건이 다발적
으로 일어나던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고 테트라민 위해수준이 해
소되었다. 2007년, 4개월 동안에는 전국농산물품질안전 특별조항 정돈
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12개 품목이 100% 합격률을 달성하였
고, 특히 전국적으로 회수한 875.8톤에 달하는 사용금지농약을 전부 폐
기처분하였다. 전국 대･중 도시 676개 농산물도매시장이 감독검측범위
에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도매시장이 자체검역제도 집행을 추진하였다.
《농민과학수준교육대강요(农民科学素质教育大纲)》를 발표하고 《농약제
품명칭등기심사비준관리규정(农药产品名称登记核准管理规定)》등

6개

부처 규정을 집중 출범하였다. 또 농산물생산경영 문건을 출범하고 생
산경영자의 품질책임의식을 증강하였다. 2008년 우유참(奶站)에 대한
정돈과 사료에 대한 특정조항 정돈을 진행하여 우유참 등록을 완료하였
다. 전국 우유참 수가 정돈 이전의 2만 393개에서 1만 3,503개로 34%
감소하였고, 우유참을 감독관리 범위에 100% 포함시켰다. 신선우유에
대한 생산수집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각종 가짜를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신선우유 품질이 뚜렷하게 좋아졌다. 2009~ 2011
년에는 농산물품질안전 정돈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법에 따른 감
독･관리를 적극 추진하였고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고강도
로 단속하였으며 고독농약, “클렌부테롤(瘦肉精)”, 수산물에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는 등 핵심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33개 종류의
고독, 고위험 농약을 사용금지 조치하였고 17개 품종 농약을 채소과일
재배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고독농약을 지정지점에서 경
영관리하는 제도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 9개 부처가 공동으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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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부테롤” 특정조항 정돈을 실행하여 “클렌부테롤”제조 근원부터 전반
과정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였다. “클렌부테롤” 특정조항 정돈과
협조구조, “클렌부테롤” 안건의 단서이송과 안건감독처리 업무구조를
확립하여 120여 건 안건을 해결하였고 “클렌부테롤” 불법생산 본거지 8
개를 폐쇄하고 불법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를 파괴하였으며 관련 안건의
98명 범죄자를 판결하였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단속 강도가 가장 높
고 성과가 가장 뚜렷한 것이다.

표 1.

농산물품질안전 정돈사업의 진행상황

정돈명칭

출동법집행
인원수
(만 명)

검사대상생산
경영기관수
(만 개소)

무증서
기업수
(개)

영업증서
취소
(개)

문제
처분수
(만 건)

안건
처분수
(만 개)

2007년
전국농산물품질안전정돈

71.5

5

-

-

1.5

1.53

2009년 농산물품질안전
정돈법집행년도 활동

283

163

1114

588

5.4

1.39

2010년 농산물품질안전 정돈

279

162

1530

6589

6.3

1.88

2011년 농산물품질안전 정돈

416

288.9

1020

332

4.1

2.9

4.2. 가짜농자재 단속활동 전면 진행
2001년 전국에서 가짜농자재를 단속하는 데 대한 특별조항 협조지도
팀이 설립되었다. 농업부가 가짜농자재 단속과 감독관리 사업을 인도하
여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근본적인 것을 집중 다
스리며, 단속과 방지를 결합하고, 해당 지역에서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
하였다. 농자재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제를 집행하고 심사비준, 생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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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사용 등 단계의 감독･관리를 중시하여 가짜농자재를 제조하고 판
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중요 안건에 대한 조사처벌을 강화하
였다. 안심농자재가 농촌, 향에 진입하도록 하고 농자재 품질수준을 높
여, 농자재시장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며 농민의 이익을 효과적
으로 보호하고 가짜농자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단속과 감독관
리 구조를 정비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2011년 기간 전국 농
업분야가 총 1,382만 6,000명 법집행인원을 동원하여 농자재기업 813만
6,000개 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195만 7,000개 농자재시장을
정돈하였으며 가짜농자재 안건 41만 5,000건을 입건 및 조사하였다. 또
46억 3,000만 위안에 해당하는 가짜농자재 399만 6,000톤을 압수하였으
며 가짜농자재 제조 본거지 20만 554개를 파괴하였고 농민들의 직접 손
실 120억 위안을 회수하였다.

표 2.

가짜농자재 단속활동의 전개 동향

2002

출동법집행
인원수
(만 명)
110

검사
기업수
(만 개)
45

정돈
시장수
(만 개)
8.8

처분
안건수
(건)
70,000

가짜농자재
수량
(만 kg)
18.6

가짜농자재
금액
(만 위안)
25,143

파괴
본거지
(개)
3,000

손실
회수액
(억 위안)
12

2003

120

35

10

47,000

22.5

40,000

4,000

10

2004

123

59

14.8

50,000

10.7

23,157

2,300

16

2005

126

59

18

51,360

14.9

102,535

4,461

16.2

2006

123

60

26.8

50,274

82.8

82,056

2,514

15.3

연도

2007

126.3

164.8

23.6

36,075

91.6

53,559

3,280

16.1

2008

165.1

116.8

24.1

37,049

39.8

65,494

577

11.2

2009

179.7

93.1

23.7

31,891

51.9

26,327

203

8.16

2010

152.5

85.3

22.7

18,030

29.6

24,735

95

7.5

2011

157

95.6

23.2

23,844

37.2

19,615

124

7.1

합계

1,382.6

813.6

195.7

415,523

399.6

462,620

20,55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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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대 활동의 유력한 보장
베이징올림픽, 상해세계박람회, 광저우아시아게임 등 중대 활동기간
동안 농업부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농산물품질안전 보장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농산물생산기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목록제 관리
를 실행하고 산지출하비준과 도시의 시장진입제도를 실시하였다. 산지
와 판매지에 대해 방지와 제어를 동시에 진행하고 특정조항에 대한 감
독검측을 조직하였으며, 샘플조사 횟수와 포함범위를 확대하고 효과적
인 감독관리 모델을 모색하였다. 중요 활동기간 동안 농산물품질안전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충족한 농산물공급량, 다양한 품종, 믿
을만한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농업부는 당중앙과 국무원으로부터 “베이
징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 선진집체” 칭호를 수여받았고 3명 인사가 베
이징올림픽, 상하이세계박람회, 광저우아시아게임의 선진개인으로 선발
되었다.

4.4. 품질추적과 시장진입제도의 지속 추진
농산물품질안전추적과 시장진입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농산물품질안
전을 감독･관리하는 관건 조치이다. 2004년 농업부가 베이징, 텐진, 상
하이 일대 8개 도시에서 농산물품질안전 감독･관리시스템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래 지역별, 부서별로 농산물추적과 시장진입 등 면에서 적극
적인 탐색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농산물생산기록제도를 실시하였고
재배양식업 업무를 규범화하였다. 베이징시는 “베이징 진입 채소제품에
대한 품질추적제도 시범 과제”를 진행한 기초 위에 추적시스템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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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기간 식품안전보장업무에 응용하였다. 산둥 서우광(寿光)시 등 지역
은 차트식 번호표 방식을 활용하여 “무공해채소 품질추적시스템”을 진
행하였다. 2007년 농업부는 전국에서 동물표시 및 질병 추적가능체계건
설을 진행하였고 2008년 농개간농산물품질추적시스템 건설과제를 가동
하였다. 정저우(郑州), 시안(西安), 선양(沈阳), 후베이(湖北) 등 성시가 채
소, 축산물, 수산물 등 식용농산물에 대해 시장진입제도를 실시하기 시
작하였다. 해당 지역의 품질안전수준은 기타 도시 대비 현저하게 높아
졌다. 시장진입제도는 또한 생산행위에 대해 부도장치 역할을 형성하여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등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5. 위험평가 가동, 응급처치 추진
5.1. 위험평가의 법적 추진
2007년 5월, 《농산물품질안전법》의 요구에 따라 농업부는 국가농산
물품질안전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산물품질안전 위험평
가 관련 사업을 조직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농업, 위생, 상무, 공상, 품질
검역, 환경보호와 식품약품 등 관련 부처의 농학, 수의학, 독리학, 유행
병학, 미생물학, 경제학 등 전문가를 포함하였다. 2011년 전국범위에 65
개 농산물품질안전 위험평가실험실을 건립하여 수도, 유지작물, 채소,
과일, 가금, 수산물, 열대작물제품, 감귤, 찻잎, 녹용, 꿀제품, 유제품과
가공, 신선도유지저장, 환경인자 등 제품과 단계를 취급할 계획을 발표
하였다. 2012년 주산지역에 농산물품질안전 위험평가실험참을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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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험평가인재를 충당하여 위험평가기관의 직무를 집행하였다. 현재
농산물품질안전 평가체계가 기본적으로 건설되었고 위험에 대한 방지
제어 능력이 크게 높아졌다. 위험평가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국가는
농산물품질안전위험평가를 위한 특별재정을 배정하여 8개 대분류 42개
품목의 농산물에 잠재하고 있는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조사･평가하는 사
업을 진행하였고, 위험제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적시에 위험예방경
보정보를 발표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그림 5.

농산물품질안전 위험평가실험실 분포도

구역적 위험평가실험실(29개)
전업적 위험평가실험실(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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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학적인 응급처치
농산물품질안전의 돌발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부는
《농산물품질안전사고

응급예방안(农产品质量安全事故应急预案)》을

제

정하여 농산물품질안전의 돌발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상응한 응급
처리구조를 건립하여 응급처리업무가 초점을 겨냥하여 운용되도록 하
였다. 최근에 농산물품질안전 돌발안건 십여 건을 유력하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농산업에 대한 막대한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농
업부는 응급관리능력을 전반 제고하기 위해 성정부와 공동으로 원활한
정보공유체계를 건립하였다. 첫 번째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조치를 가
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안전홍보주간(食品安全宣传周)” 활동을 진
행하고

《농산물품질안전

생산소비지침(农产品质量安全生产消费指南)》,

“농산물품질안전 지식소책자(农产品质量安全知识小折页)”, “농산물품질안
전 지식백과(农产品质量安全知识百科)” 등 홍보자료를 편찬하였다. 2011
년 농업부는 16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조직하여 농산물품질안전 전문가
팀을 설립하였고 각급 농업부처에서도 전문가팀 혹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가조직운행관리구조를 건립하여 “응급사건대응”과 “정책
자문” 2대 업무를 중점 진행하였다. 농산물품질안전문제에 대해 추적연
구를 진행하고 과학적인 보급과 해독, 기술훈련, 생산지도와 소비인도
기능을 발휘하여 중국 농산물품질안전의 응급처리, 여론인도 능력을 크
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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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품1표”의 쾌속 발전, 농업브랜드화의 진전
20세기 90년대 안전･우수품질 농산물을 발전시키고 소비자의 신체건
강을 증진하기 위해 녹색식품 개발･관리 사업을 가동하였다. 중국농업
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이후 국내외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고 농산물
품질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농업부는 2001년에 국무
원의 계획에 따라 전국 범위에서 “무공해식품 행동계획(无公害食品行动
计划)”을 시작하였고 무공해농산물 인증사업을 가동하였다. 동 기간에
농업분야 유기농업개발과 유기농산물인증을 가동하였다. 2008년 농업
부는 지리표시농산물 등기사업을 실시하였다. 10여 년 동안, 중국의 안
전･우수품질･브랜드 농산물은 “3품1표(3品1标)”를 기본 유형으로 균형
발전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3품1표”는 브랜드제품으로 농업표준화생
산을 인도하고 표준화생산으로 농산물품질 안전수준을 제고하는 새로
운 방향을 개척하였고 농업구조의 전략조정을 정비하고 농업발전방식
을 전환하며 현대농업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6.1. 무공해농산물 규모의 지속 확대
무공해농산물은 농산물의 무공해생산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소비를 만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공해농산물의
발전으로 정부추진의 방식을 통해 산지인증과 제품인증을 상호 결합하
는 사업제도를 실시하였다. “감독검측을 갖춘 환경, 규정절차가 존재하
는 조작, 기록을 진행하는 생산, 검역검사를 통과한 제품, 표시가 있는
출하물량” 요구에 따라 “토지에서 시장까지”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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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관리 모델을 구축하였다.
10년 이래 무공해농산물 사업은 정부인도, 자금보조, 과제집중, 시장
진입편의와 감독･관리강화 등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과학적인 발전을 추
진하였다. 2012년 6월 기준 인증을 통과한 무공해농산물이 7만 2,000개
로 평균 증가률이 59%에 달하였고 총량은 3만 7,000톤으로 식용농산물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제품품질검측결과 합격률은 몇 년간
98% 이상을 유지하였다. 인증 무공해농산물 재배산지가 7만 3,000개로
전체 경지면적의 45%를 차지하였고 무공해농산물 산지별로 재배규모 1
만 5,000무, 200만 호 농가, 검사원 600명을 갖추었다. 동시에 중앙정부,
성급, 지역, 현급 무공해농산물 사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업검사인원 1
만 7,000명, 기업내 검사인원 6만 5,000명을 배양하였으며 표준화생산기
술 규정 9만 조항을 제정 및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물품질안전의
법에 따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의 표준화생산을 추진하고 농업성
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튼튼한 업무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림 6.

무공해농산물의 발전추이, 200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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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녹색식품의 발전 성과
녹색식품은 안전･우수품질을 특색으로 강조하고 중국 농산물과 가공
식품에서의 정품브랜드 창조에 주력하고 있다. 10년 동안 각급 농업분
야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녹색식품을 적극 발전시키는 데 대한 결책배치
를 집행하고 제품발전, 기지건설, 품질감독관리, 브랜드홍보, 시장개척
등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식품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2001～2011년 기간 동안 전국 녹색식품기업수가 1,217개에서 6,622
개로 증가하였고, 제품 총 수도 2,400개에서 1만 6,825개로 증가하여 연
평균 증가율이 각각 18.5%, 21.5%에 달하였다. 전국에 녹색식품원료 표
준화기지 536개를 창설하였고 총규모가 1억 1,000만 무(畝), 총생산량이
7,000만 톤을 초과하였으며 매년 1,812만 농가를 인도하여 10억 위안에
해당하는 소득증대를 실현하였다. 2011년 녹색식품의 샘플조사 합격률
이 99.4%에 달하는 등 녹색식품 품질안전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녹색식
품발전은 양호한 생태수익, 경제수익, 사회수익을 창출하였다. 2001～
2011년 기간 녹색식품 산지규모가 5,800만 무에서 2억 4,000만 무로 3.1
배 확대하였다. 동 기간 녹색식품제품의 국내 연간 판매액도 500억 위
안에서 3,135억 위안으로 5.3배, 수출액은 4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5
배 증가하였다. 녹색식품의 표시상표는 일본, 미국, 러시아, 홍콩, 국제
지적재산권국 등 11개 국가 혹은 국제조직에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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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녹색식품의 발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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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기식품의 안정 발전 추진
중국의 유기식품은 개방식, 시장화 발전모델로 추진하였다. 국내외
특정시장의 수요를 만족하고 농업생태환경보호와 경지품질제고를 촉진
하기 위해 각급 농업부처는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원칙에 따라
유기농업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생태수익과 경제수익을 모두 창출하는
윈-윈을 실현하여 농가의 환호를 받았다.
2003～2011년 기간 동안, 전국 유기식품기업수가 102개에서 1,306개
로로 13.4배, 제품수는 231개에서 6,379개로 27.6배 증가하였다. 유기농
산물 인증을 받은 재배면적도 928만 무에서 3,838만 3,000무로 4배 증
가하였다. 전국에 8개 유기농장시범기지를 건설하였고 4개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총 규모가 10만 무에 달한다. 유기식품의 샘플조사 합격률
은 매년 100%를 달성하여 제품품질의 신뢰도가 높다. 동 기간 유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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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 연간 판매액은 9억 1,000만 위안에서 154억 7,000만 위안, 수출
액은 4,000만 달러에서 4억 2,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8.

유기농산물의 발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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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농산물지리표시가 법에 따라 추진
지리표시농산물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지역특
색을 부각하는데 의미가 있다. 199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농업법(农
业法)》이 최초로 농산물지리표시를 법률관리범주에 포함하였고 동시에
각급 농업부처의 법정직책에 포함시켰다. 2007년 12월 25일, 농업부가
《농산물지리표시관리방법(农产品地理标识管理办法)》을

발표하였다.

이

는 농산물지리표시를 지역특색브랜드로 정립하고 행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견지하고 정부의 공익적 등기보호 기능을 집행하기 위한 것
이다. 또 사업의 중점은 농산물지리표시의 등기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두었다. 정책적인도, 과제지원, 표시사용강화, 법적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산물지리표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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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기준 농업부가 등록을 비준하고 보호하는 농산물지리표
시가 총 867개이고 제품감독검측결과 합격률이 연속 3년간 100%를 유
지하였다. 이후 법규제도가 점차 정비되었고 법에 따른 등록과 감독･관
리를 추진하였다. 각급 농업부처는 농산물지리표시관리기구를 설립하였
고 3,969명 농산물지리표시 심사인원을 두어 사업체계를 제고하였다.
동시에 국제교류를 적극 진행하고 중국-유럽, 중국-스위스 지적재산권
사업팀, 중국-유럽 농업농촌대화구조 등 회의와 활동을 통해 양자간 교
류를 확대하고 발언권을 제고하였으며 협력을 추진하였다. 농산물지리
표시등록에 대한 보호사업을 진행하여 지역특색농산물산업의 승급과
구조조정을 지지하였고 농민합작조직의 성장과 발육을 지원하여 농업
의 수익증대,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림 9.

농산물지리표시제품의 발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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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는 10여 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대한 성과
를 얻었고 도약 발전을 실현하였다. 향후 사업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
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공업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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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추진을 통해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 표준화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
하였다. 농업 업종별로 산업발전 가운데 품질안전을 중시하며 사회 각
계층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사업에 유리한 외부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국내소비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가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현대농산업의 발전과 농산물품질안전간의 상관관계가 점차 확대
될 것이다. 중국의 농업생산경영 규모가 작고 분산된 특징이 단기간 내
에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
독･관리사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압력과 책임이 크다.
현재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사업
의 방향은 덩샤오핑이론(邓小平理论)과 “3개대표(三个代表)” 중요사상을
지도로 삼는다. 과학발전관을 집행하며 다수확, 우질, 고효율, 생태, 안
전농업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품질안전을 농업발전방식을 전환하고 현
대농업건설을 가속화하는 관건 수단으로 주목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품
질안전수준을 지속 제고하고 중대 농산물품질안전 사건이 발생하지 않
도록 보장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 면으로 특별조항의 정
돈과 법집행 감독･관리를 견지하여 위법행위, 규정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표준화생산과 전반과정에 대한 품질제어를 적극 추진하여 생
산규범, 제품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한 면으로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감독･관리 기구를 정비하여 검사검측, 위험평가, 응급처치, 과
학연구 능력을 제고하여 농산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농산물소
비안전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고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제적인 조치를 보면 특정조항을 통한 정돈에 주력하고 주산지역,
핵심문제와 잠재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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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지속하여야 한다. 위험평가와 검사검측을 강화
하고 예보경보관측 시스템을 정비하여 잠재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방
비하여야 한다. 응급체계와 응급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응급구조를 정비
하여 돌발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반응, 과학적인 처리를 진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농업표준화를 추진하여 표준화로서 시범현과 “3원2장
(三园两场)” 전반을 추진하고 생산과정의 품질제어를 강화하고 농업발
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3품1표”를 적극 발전시키고 브랜
드화로 표준화생산을 인도하고 표준화생산으로서 농산물품질의 안전수
준을 제고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표준, 검측, 인증, 위험응급과 법집
행감독관리 등 5대 체계를 구축 및 정비하여야 한다. 중점 중의 중점은
향진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공공서비스기구를 만들어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법집행 감독･관리와 서비스지도 등 능력을 높이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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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농업생태환경보호 안정적 추진

당16대 이래 당중앙과 국무원이 농업의 생태환경보호와 농촌 에너지
생태를 고도로 중시하였고 해마다 발표되는 중앙 1호 문건에서 모두 농
업생태환경건설을 강화할 것을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10년 동안 농업생
태환경보호 정책규획이 육속 출범하였고 종사자 대오가 계속적으로 확
대되었다.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하였고 시범 건설이 뚜렷한 성과를 거
두었으며 농업생태환경 보호와 건설이 좋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
계에 진입하였다.

1. 농업생물자원보호 전면 강화
당16대 이래 중국의 농업생물자원보호 사업이 빠르게 진전하였다. 종
질자원의 수집과 보존성과가 우수하였고 초원종질자원보호의 성과가
뚜렷하였으며 수생생물자원의 양식과 보호에서 돌파성적인 성과를 가
져왔다. 농업야생식물보호에서 성과가 돌출하였고 축산유전자원의 보호
가 갈수록 강화되었으며 외래침입생물에 대한 방지가 심도 있게 추진되
었다. 이로써 중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농업자원의 영속적인 이
용을 촉진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1.1. 농작물 종질자원보호의 성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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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중국의 농작물 종질자원보호는 국내수집 위주에서 외국으
로부터의 도입을 중시하고 양적 보존에서 보존의 품질을 추구하며 단순
한 보존에서 이용을 강화하는 등 세 가지 전환을 실현하였다. 중국의 농
작물 종질자원보호는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첫째, 농작물종질자
원에 대한 이위(異位)보존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였다. 현재 한 개의
장기저장고, 한 개의 백업 저장고, 10개의 중기 저장고와 43개의 종질과
밭을 상호 연결시킨 국가 농작물종질자원 이위보존체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였고, 장기보존하고 있는 각종 농작물종질자원이 41만여 분에 달
한다. 둘째, 중국의 농작물종질자원 유전자 저장고를 진일보로 풍부하
게 하였다. 새롭게 수집한 것과 국외에서 도입한 벼, 소맥, 옥수수, 대두,
면화, 유지작물, 당류, 찻잎, 연초, 채소, 과수 등 작물의 종질자원 6만
7,000분을 보존하고 있고 이는 1,594개 종에 해당한다. 이 중 국외에서
도입한 것이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셋째, 농작물종질자원의 이용률을
제고하였다. 국가 저장고 내의 종질 24만 6,000분을 번식･갱신하였고 5
만 5,000분 개의 종질에 대해 순도를 높이고 건실하게 하였다. 누계
5,500개의 기관, 기업에 27만 4,000분(차)의 종질을 제공하였다. 또 종자
제공능력이 10년 전에 비하여 3배 이상 제고되었으며 종질자원 제공의
목적이 더욱 강화되었고 양이 많아졌으며 품질이 더욱 좋아졌다. 넷째,
선별, 개발, 새로운 유전자 발굴능력이 전면적으로 제고되었다. 특성이
독특하고 육종가치가 있는 종질자원 3,170분을 선별하였고 각종 작물의
새로운 종질 500여 분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종질을 이용하여 식량,
면화, 유, 당, 차, 담배, 채소, 과일 등 작물의 새로운 품종 350여 개를
육종하고 2억 무에 보급하였다. 벼, 소맥, 대두, 옥수수 등 10여 개 작물
의 핵심종질과 미핵심 종질을 건립하였고 1만 5,000분(차)의 주요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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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질자원의 항병충, 내성, 품질성이 강한 특성 검증을 완성하였으며
3,000여 분의 종질자원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함으로써 중대한 이용전망
이 있는 자원들을 평가해냈다. 1,000여 분의 우수 이종(異種)종질의 분
자표기

지문(指紋)도보(圖譜)데이터베이스와

지문도보

디지털표시시스

템을 건립하였고 벼 등 작물의 중요한 유전자를 정밀하게 지정하고 복
제하였다.

1.2. 초원종질자원보호 성과 현저
“광범하게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적극적
으로 혁신하며 영속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함으로써 종
질보존, 우량품종의 선별 이용, 농예 성능 검증평가,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다. 현재 중국은 1개 중심 저장고, 2개
의 백업 저장고, 17개 자원 밭, 10개 생태구역 기술협조팀 등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을 커버하는 국가급 초원 종질자원보존이용체계를 건
설하였다. 저온 종질저장고는 초원 종질재료 1,429종의 3만 6,000분을
보존하고 있고 자원 밭에서 무형재료 69종의 588분을 보존하고 있다.
또 이체(異體)한 초원종질재료 6종의 482분을 보존하고 있고 항성(抗性)
에 대해 1만여 분을 평가 및 검증하였다. 종질재료 누계 6,568분을 제공
하였고 종질재료 3,252분을 번식 및 갱신함으로써 초원의 생물다양성
및 희귀, 위기 종질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고 초원산업과 초원 목
축업을 지속･건강하게 추진하는 데에 공헌하였다.

1.3. 수생생물자원보호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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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어업계통에서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수생생물자원 보호행동강
요(中國水生生物資源養護行動綱要)》를 심도 있게 관철, 실시하여 증식
방류, 휴어금어,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회복 등 자원양호행동을 전면적
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증식방류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였다. 이는 지역별, 소규모에서 전국적이고 대규모의 자원양
호행동으로 발전하여 사회 각 계층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였다. “11･5”기간 전국에서 증식방류에 투입한 자금은 누계 21억
위안이고 방류한 각종 치어는 약 1,090억 미에 이른다. 둘째, 휴어금어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였다. 해마다 휴어금어 어선이 20여만 척에
이르고 휴어 어민이 수백만 명에 달하여 범위가 넓고 관련 어민인원이
많아 영향이 진일보로 확대되었다. 셋째, 수산 종질자원보호구역을 건
설하였다. 전국에서 다섯 번에 걸쳐 282개의 국가급 보호구역을 정하여
각 해역과 육지의 주요 하천과 호수를 커버하는 수산 종질자원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넷째, 전국에 200여 개의 수생생물
보호구역을 건립하였는데 총면적이 10여만 ㎢에 달하고 위기 수생동물
보호와 구호 수준이 갈수록 높아졌다. 다섯째, 어업관련 공정의 환경영
향평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어민의 이익과 어업의 권익을 보
호하였으며 공정과 수생생물자원 양호에 상호협조를 촉진하였다.

1.4. 농업야생식물보호 성과 현저
체계구축을 우선으로 하고 본질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며 안전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하는 원칙으로, 농업야생식물보
호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농업야

332

해외농업시리즈 12

생식물 보호사업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에서 성, 시, 현의 각급 농
업야생식물 보호관리 체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농업야생식물 보호와
이용 규칙(農業野生植物保護與利用規則)》과 농업야생식물조사, 원래의
서식지 보호구역 건설, 모니터링 경보 등 일련의 기술규범을 제정하였
다. 셋째, 《국가 중점보호 야생식물명록(1차)(國家重點保護野生植物名
錄)》을 완성하였다. 172개 농업야생식물 종의 전국에서의 분포상황을
수록하였고 1만 3,533분의 식물표본을 채집, 검증, 제작하였으며 각 종
의 6,878개 분포지역에 GPS 위치를 지정하였고 GPS/GIS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넷째, 야생의 벼, 대두, 소맥, 과수, 채소, 저마 등 중요한 농
업야생식물자원 1만 5,000여 분을 구출, 수집하였고 야생 벼의 새로운
분포지점 43곳, 키위의 종 혹은 변종 3개, 야생 차나무 등 귀중한 자원
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농업야생식물의 원래 서식지에 보호지역 154개
를 건립하고 야생의 벼, 대두, 연, 화훼, 중약재, 과수 등 59개 야생 종을
보호하였다. 여섯째, 17분의 항병충･내성 야생 벼, 61분의 항병충, 가뭄
과 염성에 강한 야생 대두, 11분의 염성과 풍사에 강한 소맥 등 야생식
물자원을 선별해냈다. 야생 벼에서 벼멸구에 강한 양적인 형질에 관여
하는 유전자(Quantitative trait locus: QTL) 14개와 2개의 추위에 강한
QTL를 검측하였고 야생대두에서 가뭄과 염성에 강한 유전자 2개, 저온
에 강한 유전자 1개를 복제하였다.

1.5. 축산유전자원보호 갈수록 강화
일련의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축산유전자원보호
공정을 실시하며 국가 축산유전자원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축산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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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첫째, 중국의 축산유전자원 상
황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였다. 제2차 전국 축산유전자원 조사를 끝내고
30년 이래의 축산유전자원 변화상황을 파악하고 축산품종 901개를 인
정하였으며 《중국축산유전자원지》7권을 출간하였다. 둘째, 중국의 축산
종질자원보호체계를 개선하였다. 50여억 위안을 투입하여 축산종질자
원보호 및 우량종 공정을 실시하였고 국가급 축산종자보호장 109개, 보
호구역 22개, 유전자 저장고 6개를 인정하였다. 자원보호장 185개, 원종
장 1,143개, 성능측정센터 39개, 배태이식센터 7개, 종자숫소참 15개, 종
자숫돼지참 37개를 건설하였고 새로운 품종 14개를 배육하였다. 종자보
호장과 보호구역을 위주로 하고 유전자 저장고를 보조로 하는 축산유전
자원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고 오지산 돼지, 단족계 등 위기
축산품종을 구원하였으며 대량의 진귀한 육종소재를 보존하였다. 셋째,
축산종질자원의 자주적인 혁신과 개발이용을 촉진하였다. 수타이(蘇太)
돼지, 징훙(京紅)산란계, 샤난(夏南)소 등 90개의 새로운 품종(계열)을 성
공적으로 육종하였다. 자주적으로 육종한 종자 산란계의 시장 점유율이
40%로 제고되었고 신품종인 긴 털 토끼의 털 생산성이 국제에서 앞자
리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적인 종자공급을 실현하였다. 품종도입을 국외
에 의존하는 상황을 어느정도 완화하였다.

1.6. 외래침입종에 대한 방지를 심도 있게 추진
“중점을 핵심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조직관리와 응급방제체계를 건립하고 개선
하였다. 외래침입종에 대한 집중소멸행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외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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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종을 폐기하거나 피해를 이롭게 전환하는 종합적인 이용경로를 모색
함으로써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외래침입종에 대한 관리체
계를 개선하였다. 외래침입 종에 대한 관리사무실과 농업부 외래침입생
물 예방 및 통제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외래종 관리방법(초안)(外來物
種管理方法, 草案)》기초하였고 《농업 중대 유해생물 및 외래침입 생물
의 돌발사건 응급대책(農業重大有害生物及外來侵入生物突發事件應急預
案)》을 발표함으로써 프로그램화,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형성하였다. 둘
째, 외래침입 종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경보체계를 구축하였다. 전국에
서 외래침입 종에 대한 센서스조사사업을 전개하였고 520종의 외래침
입 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40종의 중대한 농업
외래침입 종에 대한 응급예방통제기술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 17항의
외래침입 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예방통제 업계의 기술규범을 발표
하였으며 3,000여 개 모니터링참(站)을 건설함으로써 중앙, 성, 지역, 현
의 모니터링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셋째, 외래침입 생물에 대
한 독성, 손해 제거 행동을 전개하였다. 10년 이래 22개 성(자치구, 직할
시)의 600여 개 현에서 돼지풀, 물땅콩 등 20여 종의 외래침입 종을 중
심으로 집중 소멸제거를 진행하였고 4,272여만 인차를 동원하였다. 이
에 외래침입 종을 퇴치한 면적이 8,600여만 무에 달하고 직접적인 경제
손실 44억 6,000만 위안을 만회하였다. 넷째, 예방통제 기술연구시범을
강화하였다. 외래침입 종의 화학, 생물, 대체퇴치 기술의 연구와 시범을
전개하여 저용량 분무, 정전기 초저량 분무 등 고효능 시약 기술을 개발
하였고 방목 초, 관목, 농작물 등 침입식물을 대체하는 생태조절기술을
개발하였으며 Brontispa longissima(Gestro) 천적공장 4개를 건립하였고 예
방퇴치면적이 150만 무에 달하였다. 다섯째, 홍보교육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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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래침입종 지식 100가지 문답》, 《중대한 농업 외래침입생물 응
급예방퇴치기술 지침》, 홍보그림, 홍보달력, 전단지 등 200여만 개를 출
판함으로써 각급 관리, 기술 종사자와 일반인의 외래침임 종에 대한 인
식과 지식수준을 계속적으로 제고시켰다.

2. 농업생태환경 건설 지속 강화
농산물 산지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농지보호차원의 경작을 추진하
며 절수농업기술 모델을 보급하였다. 또한 농작물 짚대의 종합이용을
제고하며 초원생태보호에 큰 힘을 기울임으로써 농업생산발전이 의지
해야 할 생태환경조건을 개선하였고 농업생태환경안전을 보호하였다.

2.1. 농산물 산지 환경보호 전면 전개
첫째, 농산물 산지의 안전관리의 법제화, 규범화 정도가 끊임없이 제
고되었다. 농업부가 《농산물 산지 안전관리방법》, 《농업환경오염 돌발
사건 응급대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관련 국가표준 50항, 업계표준 72
항을 이미 발표하였다. 둘째,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모니터링 사
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소맥, 옥수수, 벼, 대두 등 4대 비교우위
생산구역에서 토양환경 품질조사와 검측평가를 전개하였고 광산기업
주변, 대중도시 근교, 오수관개지역 등 중점 지역의 농산물 산지 오염상
황에 대한 조사와 검측을 진행함으로써 농산물 산지 오염 위험구역을
기본적으로 장악하였다. 셋째, 전국에서 농산물 산지 중금속 오염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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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 농업부, 재정부가 연합으로 농산물 산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퇴치 사업을 가동하고 “12･5” 기간에 전국 중점지역
농산물과 토양의 중금속오염 센서스조사, 오염 모니터링 경보, 회복퇴
치 시범, 생산금지구역 획분 시험지역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
다. 넷째, 농산물 산지 중금속오염 예방퇴치에 대한 관건 기술의 연구성
과가 뚜렷하다. “11･5” 기간 “농지오염의 종합 예방통제에 대한 관건기
술 연구와 시범”, “주요 농산물산지 토양중금속 한계치 연구와 예방통제
기술 집성 시범” 등 과제를 실시하였고 광범한 응용가치가 있는 실용기
술들을 연구 및 개발하였다.

2.2. 보호성 경작 효과 현저
2002년부터 정부는 연이어 전문자금을 배정하여 보호성 경작기술 시
범의 보급을 전개하였다. 2010년에 《보호성 경작공정 건설계획(2009~
2015년)》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투입자금은 투계 8억 7,700만 위안에
달한다. 2011년까지 보호성 경작기술을 보급한 현과 공정건설과제를 실
시한 현(단, 장)이 662개 보호성 경작면적이 8,500여만 무로 뚜렷한 생
산 및 생태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이다. 해마
다 연료유 9만 6,000~19만 2,000톤을 절약하였고 먼지 1,020만 톤 이상
을 줄였으며 CO2 배출 345만 7,000~719만 8,000톤을 줄였다. 둘째, 물
절약이다. 토양의 물 저장량을 16~19% 증가시켰고 수분의 이용률을
12~16% 증가시켰으며 0~50cm 토양층의 물 저장능력을 16.7% 높였고
매년 무당 관개용수 50㎥를 절약하였다. 셋째, 토양 비옥도를 제고하였
다. 해마다 토양의 유기질 함량 0.01~0.06% 포인트를 증가시켜 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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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증산을 촉진하였다. 넷째, 원가를 줄이고 수익을 증가시켰다.
보호성 경작을 진행하면 작업 원가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5~15%
정도 증산할 수 있다. 1기작을 하는 보호성 경지의 무당 원가절약과 수
익증가 효과가 40위안에 이르고 2기작에서는 100위안에 이른다.

2.3. 절수농업 지속 추진
첫째, 절수농업 규획의 인도를 강화하였다. 농업부는 《밭재배 절수농
업 시범공정건설 규획》, 《밭재배 절수농업 과제 관리방법》, 《절수농업
건설표준과 투자계산지표》, 《토양 건습도 검측기술규범》 등 지도성적인
문건을 출범하였고 《절수농업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
였다. 둘째, 농지의 절수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였다. 밭재배 절수농업
시범기지 500여 개를 설립하였고 핵심 시범구역 면적이 1,000여만 무에
이르렀다. 언덕을 농지로 만드는 공정, 빗물을 모아 관개용수를 보충하
는 것, 가뭄지역의 농업구조조정, 현대적인 절수관개설비 등을 중점으로
하는 고표준의 기초시설들을 건립하였다. 셋째, 절수농업의 기술시범 보
급을 강화하였다. 조건이 서로 다른 지역, 재배구조, 기후조건의 농지절
수기술을 개발하였고 멀칭, 멀칭하의 점수 관개, 고랑 멀칭에 도랑식 관
개, 습도측정 관개, 빗물을 모아 관개를 보충, 짚대를 덮어 습도 보장, 깊
은 밭갈이 등 절수농업기술을 보급한 면적이 4억여 무에 이른다. 이 중
멀칭하의 점수 관개로 무당 물 150㎥를 절약하였고 비료 20~30%를 절
약하였다. 무당 원가절감과 수익증가 효과가 면화에서 200위안 이상, 과
수와 채소에서 500위안 이상, 노지 식량작물에서 100위안 이상으로 나
타났다. 넷째, 상황에 맞는 재배를 추진하여 가뭄과 재해를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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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했다. 북부지역의 수자원부족문제를 위하여 농작물 재배구조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배작물과 품종을 최적화하였다. 신장, 간쑤, 산시
등 지역에서 겨울밀 면적을 줄이고 멀칭 옥수수를 발전시켰고 허베이
등 지역에서는 수확고가 높고 가뭄에 강한 소맥 품종을 적극적으로 육
성하고 보급하였으며 지린 등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넓게 재배하고 밭갈
이를 하지 않는 재배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범하고 보급하였다.

2.4. 짚대의 종합이용을 활발히 보급
중국에는 풍부한 농작물 짚대자원이 있는데 매년 농작물의 짚대 생산
량이 7억 톤에 이른다. 최근 농작물 짚대 종합이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국무원 판공청이 《농작물 짚대 종합이용에 관한 의견》을 하달하
였고 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가 짚대 종합이용을 위한 총괄적인 협조구
조를 수립하여 《“12･5” 농작물 짚대 종합이용 실시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까지 짚대 종합이용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명확하
게 규정하였으며 농업부가 《전국 짚대이용 사육 과제 건설발전규획
(2011~2015년)》을 제정하였다. 각 지역의 관련부문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기계화를 통한 짚대의 농지반환, 쾌속 발효 반환, 농지에 깊숙이
묻기 등을 힘써 추진하였고 짚대를 이용한 사료생산을 격려하여 짚대를
이용한 사육을 발전시켰으며 짚대를 이용한 식용균생산을 발전시켰다.
짚대의 고체화, 가스화, 탄화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보호성 경작과 토
양 유기질 제고 행동을 실시하고 짚대의 연료화, 비료화, 사료화 이용을
추진하였다. 2011년까지 유기질 제고 행동의 보급면적은 3,000만 무에
달하였고 과제진행구역의 짚대의 농지반환율이 95% 이상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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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짚대의 가스화를 통한 가스 중앙공급공정 950여 개를 완성하
였고 짚대를 이용한 연료생산 시범 750여 곳을 건설하였다.

2.5. 초원생태보호 실시
국무원은 《초원 보호와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의 약간한 의
견》을 발표하고 기본적인 초원보호, 초원의 방목 금지, 휴목, 초원과 목
축업의 평형 등 초원 관리보호 기본제도를 제기하였다. 농업부는 《전국
초원보호건설이용의 총체적 규획》을 출범하고 퇴목환초, 베이징-텐진
풍사의 초원을 통한 퇴치, 유목민의 정주, 초원의 화재방지 등 일련의 초
원보호 과제를 연이어 실시하였다. 여기에 누계 600억 위안을 투입하였
다. 초원에 울타리를 치고 인공적으로 풀을 심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퇴화가 심각한 초원을 풀을 심어 개량하였고 변방지역 초원 방화 격리
대와 쥐피해가 없는 시범구역을 건설하였으며 방목금지, 휴목와 초원과
목축업의 평형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초원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회복
하는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전국에서 누계
11억 무 가까운 초원울타리를 건설하였고 초원 목초 보류면적이 1억
5,700만 무에 달하였으며 변경의 3억 무의 초원에 방화격리대를 설치하
였고 초원의 쥐, 벌레 방지 면적이 16억 8,000만 무(차)에 달하였다. 10년
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국의 초원생태가 악화되는 추세를 초보적
으로 억제하였고 국부지역의 초원생태환경이 눈에 띠게 호전되었다.
2011년 전국의 천연초원 신선초 생산량이 10억 톤에 달하였고 종합적인
지피 피복률이 51%에 이르렀다. 초원보호건설공정 실시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지피 피복률이 10% 포인트 제고되었고 목초의 높이
가 42.8% 제고되었으며 신선초의 생산량이 평균 49.9%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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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에너지 건설 번영 발전
3.1. 메탄가스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
2003년 이래 각 지방정부의 높은 지지하에 중국의 메탄가스 건설이
가구용 메탄가스, 사육장의 대중형 메탄가스공정, 사육단지와 가구용
메탄가스 공정, 짚대를 이용한 가스 중앙공급의 메탄가스공정 등 공동
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였다. 메탄가스건설이 건설과 관리
가 동시 진행과 다원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여 중요한 민생공
정과 신농촌건설의 맹점이 되었고 농촌의 생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의 발전방식 전환을 촉진하며 농업농촌의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를 추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
재 전국에 메탄가스 이용가구수가 4,000만 가구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
이 150억 ㎥에 이르며 수혜 인구가 1억 6,000만 명에 달하고 2,500만 톤
표준석탄 절약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6,000만 톤을 감소
하였고 유기 메탄비료 4억 톤을 생산하였다.

3.2. 다양한 에너지의 상호보완 국면 형성
농촌 메탄가스를 대규모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업부는 시종일관하
게 “지역조건에 맞게 다양한 에너지로 상호보완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
며 수익을 모색”하는 농촌 에너지자원 건설방침을 견지하였다. 땔나무
와 석탄을 절약하는 부엌의 승급공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자원과 조
건이 성숙한 지역에서 태양에너지 열수기, 태양로, 피동식 태양방(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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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 광복(光伏)시스템, 소형 풍력발전기, 소형 수력발전 등 농촌
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제품과 기술을 보급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태양에너지 열수기 5,498만 ㎡, 태양로 162만 대, 태양방 2,060
만 ㎡를 보급하였다. 전국에 땔나무와 석탄을 절약하는 부엌이 1억
8,700만 개로 국가의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3.3. 기술표준의 지지력이 유력
2010년 연말까지 농업부에서 발표하고 실시한 농촌 에너지자원표준
이 98개에 달하고 여기에는 관리, 제품기술조건, 검측방법, 시공규정 등
을 포함하였다. 이 중 메탄가스와 관련된 것이 37개, 생물자원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19개, 태양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15개, 소형풍력발전 관련
이 2개, 소형 수력발전 관련이 9개, 땔나무와 석탄 절약형 부엌 관련이
10개, 신형 액체연료 관련이 6개이다. 이 외에 9개 표준이 이미 심사를
통과하여 정식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20여 개가 제정 중에 있다. 국가표
준위원회와 관련부문의 지원하에 전국 메탄가스표준화기술위원회 등
조직을 설립하여 농촌 에너지자원 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는 데에 기술
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3.4. 국제협력 전면 전개
당16대 이래 농업부는 양자간과 다자간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였고 유엔개발계획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유럽, 동남아연합,
네덜란드, 미국, 독익 등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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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전개하였고 국제자금 2억여 달러를 유치하였다. 다양한 방식을 통
해 수십 기의 국제 농촌에너지기술 훈련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아
프리카 40여 개 국가의 수백 명의 각 분야 학도를 교육하였으며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연합 국가에서 농촌 에너지기술시범을 전개
하고 현지의 기술인원을 육성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정부와 농가의 호평
을 받았다.

4. 농업의 청결생산 안정적 추진
정부는 농업자원의 오염퇴치와 농업농촌 환경관리 사업을 매우 중시
하여 자금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결생산기술을 보급하며 시범
건설을 전개하여 토양측정에 따라 시비하는 공정, 축산오염방지, 수산
물의 건강한 양식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자원오염 감소와 농촌의 환경미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1. 농업자원오염 검측과 예방 지속 강화
첫째, 센서스조사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1차 전국오염센서
스조사에 자금 2억 3,000만 위안, 100여만 명의 조사원과 센서스지도원
을 배치하여 전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342개 지역(시, 주, 맹),
2,746개 현(구, 시, 기)의 재배업, 축산업, 수산업의 290만 개 대상에 대
해 전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초보적으로 전국의 농업오염상황을 통제
하였다. 둘째, 장기적인 지정 관측을 실시하였다. 전국농업자원오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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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측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건립하고 전국의 재배업자원, 축산업
자원, 수산업자원, 농촌생활자원 등 4대 영역의 농업오염자원의 오염계
수를 획득하였다. 셋째, 종합적인 예방퇴치연구를 전개하였다. 과제실시
를 통하여 타이후(太湖)유역, 삼협댐 지역, 얼하이(洱海)유역, 초우후(巢
湖)유역,

댄츠(滇池)유역에

농업자원오염퇴치

시범지역을

건설하였다.

넷째, 효과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전국의 20개 성에서 《농업생태
환경보호조례》를 출범하여 농업자원오염의 관측, 예방퇴치에 법률적 근
거와 보장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농업자원오염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으로 전개하였다. 2011년에 “농업부 자원오염통제 중점실험실”를 설립
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아 육성함으로써 농업자원오염 예방퇴치의 과학
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였다.

4.2. 과학적인 시비와 농약사용 전면 실시
첫째, 토양측정을 통한 처방시비 기술을 전면 보급하였다. 2005년 정
부는 토양측정 처방시비에 대한 보조과제를 가동하였다. 2011년 누계
투입자금 규모는 57억 위안이었고 과제대상 현(장, 기관)이 2,498개에
달하였다. 이에 전체 경지 토양구조를 기본적으로 파악하였고 주요 농
작물에 대한 시비지표체계를 건립하였다. 보급면적이 12억 무 이상이고
전국의 수혜 농가가 3분의 2를 차지하였으며 전국에서 불합리적인 시비
량 700여만 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석탄 1,820만 톤에 상
당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4,730만 톤을 감소한 효과이다. 동시에 질소,
린 유실이 6~30% 감소하였고 시범구의 식량, 면화, 유지작물작물의 질
소, 린, 칼륨비료의 평균 이용률을 각각 6%, 4%와 1% 제고하였으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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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안정적인 증산, 농업의 비용절감 및 효율증대, 농가의 지속적인 소
득증대와 에너지절감 및 배출감소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
하였다. 둘째,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생태환경안전에 우려가
있는 농약의 등기를 허가하지 않았다. 동시에 이미 등기한 농약의 농업
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안전우려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지 혹
은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메타미도포스 등 33개 종류의 고독･고위
험 농약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실행하였고 50여 개 종류의 고독농약
의 대체 약품과 160여 항 관련 기술을 추천하였다.

4.3. 가축오염퇴치를 효과적으로 진행
첫째, 효과적인 법률법규 보장체계를 건립하였다. 《목축법(畜牧法)》
은 가축사육장, 사육소규모단지의 사육오염퇴치 시설에 대해 명확한 규
정을

진행하였다.

국무원은

《가축사육오염퇴치조례(家禽养殖污染防治

条例)》제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가축사육오염의 퇴치
사업의 법제화와 규범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둘째, 가축사육오염퇴
치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였다. 2007년 이래 누계 투입규모가 142억 위
안에 달하였고 총 4만 915개 생돈사육장과 2,747개 젖소사육장의 표준
화개조를 지원하였으며 분뇨처리이용을 주요 건설내용으로 하였다. 셋
째, 시범건립활동을 강화하였다. 2010년 가축사육표준화시범 건립활동
을 가동하여 현재 국가급 사육표준화시범장 2,109개를 건립하고 가축사
육 폐기물의 무해화처리와 자원화이용을 추진하였다. “채람자”과제와
결합하고 11억 위안 자금을 배정하여 장려로 보조를 대신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생돈, 산란계, 육계, 육우와 육양의 시범장을 우선적으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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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산 개조, 분뇨처리를 진행하였다. 넷째, 가축양식의 분뇨처리 기술
보급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분변오수저장+경지이용기술모

델”, “건습분리+고체분변퇴비+오수표준도달 배출 기술 모델”과 “산소
압축 메탄가스 발효+생태처리기술 모델” 등 가축양식 분뇨처리기술과
모델을 연구 및 보급하였다.

4.4. 수산업의 건강양식을 적극 보급
첫째, 수산양식의 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계획과 산업구
조조정을 결합하여 불합리적인 양식배치를 수정하고 자원낭비를 감소
하는 수산양식 생산활동을 진행하였고 수산양식산업을 법에 따라 유질
서･건강･양호한 발전하도록 추진하였다. 둘째, 수산양식의 관리제도 건
설을 강화하였다. 《수산양식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규정(水产养殖质量
安全管理规定)》을 발표하여 수산양식 과정의 물, 어종, 사료, 약물사용
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셋째, 수산업의 건강한 양식시범장
건립을 강화하여 현재 수산건강양식시범장 2,610개를 건립하였다. 넷째,
오염과 배출을 감소하는 생태양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다. 현재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연못 생태환경 보수, 호수, 댐과 해양생태 양식
증가 및 에너지절감형 공장화 양식 등 기술을 보급하여 수역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개선하였다.

4.5. 농촌청결 공정의 부상
2005년 농업부는 농촌의 생활 쓰레기, 오수, 농작물짚대와 사람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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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분변이 초래하는 농촌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후난,
스촨, 충칭, 허베이 등 성시에서 농촌청결공정건설시범을 가동하도록
조직하였다. 현재, 전국에 농촌청결공정시범촌 1,500개를 건설하였고 각
종 생활쓰레기, 오수, 인축분변처리 기술과 관련 설비를 개발하였다. 또
한 《농촌청결공정건설의 기술규범(农村清洁工程建设技术规范)》을 제정
하였고 양호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시범촌의 생활쓰레기, 오수, 농작물
짚대, 인축분변치리 이용률이 보통 90% 이상에 달하고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20% 이상 감소하였고 농촌생산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
였다. 농촌청결공정건설은 정원의 청결, 농원의 청결, 수원의 청결을 실
현하였고 농업생산방식, 농촌생활방식과 농촌서비스방식의 전환을 추진
하였다. 또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의 생산과 농촌관광산업의 발전을
인도하였다. 이에 농촌의 지저분한 모습이 변화되었고 각급 정부의 중
시와 광범한 농촌주민의 환영을 받았다.

4.6. 농업청결생산의 시범과제를 가동
2011년 농업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 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
清洁生产促进法)》을 집행하고 농업청결생산을 추진하고 현대농업을 건
설하고 농업농촌경제의 쾌속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청결생산을
가속화 추진하는 데 대한 의견(关于加快推进农业清洁生产的意见)》을 출
범하여 전국 농업청결생산사업을 지도하였다. 2012년, 농업청결생산 시
범과제를 가동하였다. 우선 신장, 후난, 산둥 등 성에서 시범효과와 환
경효과가 뚜렷하고 보급전망이 명확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닐막 회수이
용, 생돈청결양식과 채소청결생산 등 3개 유형의 농업청결생산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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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시범을 진행하여 농업생산과정의 농업폐기물을 불합리하게 처리
하고 이용하는 데 따르는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였다.

5. 농업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조치
중국은 현대농업 발전의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여 자원환경과의 예
속관계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고 농업생물자원보호에 대한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업의 “3개 폐기물”과 도시생활쓰레기가 농촌지역에
배출되어 농업지역의 퇴치작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물, 비료,
농약 등 농업투입재의 이용효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농업의 에너지
절감과 배출감소, 청결생산 압력이 크고 농업생태환경의 형세가 여전히
심각하다.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 새로운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
전을 맞이하기 위해 발전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발전이념을 혁신
하며 발전규칙을 장악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부터 농업생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보호를 확대하고 농
업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5.1. 법제건설을 강화, 법규체계를 정비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농업생물자원보호, 농업자원오염퇴치, 농산물
산지환경보호, 농촌폐기물관리 등에 대한 법률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농업자원환경보호와 농촌에너지 생태건설의 법규체계를 점차 정립
하며 농업생태환경보호의 법제화와 규범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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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규범, 진행 규칙과 관련 표준을 출범하고 주민들의 생산생활
방식을 규범화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농업자원의 이용효율성을 제고
하고 농업오염물의 방출을 감소시키며 농업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한
다. 각급 정부는 농업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
며 양호한 환경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정책조치를 개선, 자금투입을 확대
방향을 혁신하고 생태보상, 우대정책, 투입방식 등 측면에서 농업자
원환경과 농촌에너지생태건설 정책, 자금보장 구조를 정립하여야 한다.
시범경험, 외국 성공기법의 벤치마킹을 적시에 도입하고 생태보상 구조
를 조속히 수립하며 농가가 친환경 농업기술과 농업생산재를 사용하도
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투자, 세금징수, 신용대출과 가격 등 측면에서
우대정책을 모색하고 사회의 다양한 역량이 농업생태환경보호에 참여
하는 적극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투자경로를 진일보 개척하고 사회, 기
업과 공중의 투입을 개척하고 동시에 국제사회가 환경보호를 주목하는
유리한 시기를 이용하여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여 다경로, 다원화 투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5.3. 중점공정을 장악, 농업청결생산 기술을 추진
계획과 선행을 중시하고 농업생물자원보호 계획, 농업자원오염퇴치
계획과 전국가축사육오염퇴치계획 등을 조속히 편제하고 농업생태환경
보호가 맞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업생물자원보호, 농업자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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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퇴치, 농업폐기물순환이용, 대중규모 메탄가스건설과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와 재이용 등 중점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토양, 물, 비료, 농약, 에너
지 등 자원을 절감하고 생태건강양식 등 자원절약형 농업청결생산기술
을 적극 보급하고 농업생산의 물, 비료, 농약,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
로 감소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과 농촌생활폐기물의 순환이용을 가속화
해야 한다.

5.4. 과학기술지원을 강화, 신기술보급응용을 가속화
과학기술지원계획, 농업업계에 대한 공익성 과학연구, 국제 선진농업
과학기술 도입계획 등 경로를 통해 우위 과학연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자원환경보호와 농촌에너지생태건설을 진행
하는 관건적이고 공통된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신형의 실용기술,
가공기술과 설비를 연구개발해야 한다.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
조를 혁신해야 한다. 더불어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정비하며 농업자원환경보호와 농촌에너지생태건설의 선진기술과 국제
의 성공경험의 보급응용을 확대한다.

5.5. 홍보교육을 강화, 생태환경 의식을 증강
전국 각급 농업자원환경보호와 농촌에너지생태건설 부문은 방송, TV,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농업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양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제생물다양성일”, “세계환경일”, “에너지환경보호 주” 등 행사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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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농가가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농업자원환경보호와 농촌에너지생태건설 행동에 자각
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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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도농통합발전의 견고한 발걸음

당16대 이래, 정부는 도농통합발전(城乡统筹发展)의 기본전략을 견지
하였고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고(工业反哺农业) 도시가 농촌을 지지한
다.(城市支持农村) 많이 부여하고 적게 취하고 완화하는(多予少取放火)
기본방침을 견지하였으며 신형의 공･농, 도･농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현대화추진을 가속화하는 중대전략으로 삼았다. 농촌민생을 개선하는
사항을 전반사회를 쇼캉(小康, 부유함을 뜻함)사회로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이에 국민소득분배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농촌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
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도농경제사회의 일체화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구
조를 제거하여 농민생활과 농촌경관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다. 10
년 이래,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득증대 경로를 적극 개
척하였다. 농가의 지출수준은 안정적으로 제고하였고 농촌소비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농촌노동력이 유질서하게 이전하고 있고 도농일체의 노
동력시장을 기본적으로 건립하였다. 농촌의 기초시설건설을 가속화하여
농민의 생산과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농촌사회사업을 전면 발전
시키고 경제사회가 조화발전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과거 10년
은 중국 도농관계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이룩한 10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농가가 실제혜택을 가장 많이 획득한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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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증대 경로 개척, 농가소득 지속 증가
장기간 동안 농가소득증대의 어려움과 도농소득격차가 큰 문제가 중
국의 농업과 농촌발전에서 중요한 문제와 모순으로 대두되었다. 당16대
이래, 정부는 농민소득증대를 농업농촌사업의 주요목표와 쇼캉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핵심임무로 삼고 농민소득증대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개
척하였고 일련의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을 출범하였다. 농업
세를 폐지하고 “삼농”투입을 확대하였고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으
며 식량 최저수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고 농촌노동력의 이전취
업을 촉진하였다. 정책조치의 추진하에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고 수입내원 경로도 다양해지고 구역간 소득의 상대격차가 점차 축소
하였으며 도농간 소득의 상대격차가 축소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1.1. 농가소득의 지속 증가
2004년 이래, 농가소득은 침체국면을 벗어나 매년 6% 이상의 증가율
로 성장하였고 증가속도 또한 빠르게 나타나 “8년 연속 쾌속성장(八连
快)”을 실현하였다. 2011년, 전국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이 6,977위
안, 2002년 대비 4,501위안, 1.82배 증가하였고 연간 증가율은 12.2%였
다. 가격요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연평균 실제 증가율은
8.1%로 지난 10년간 대비 3.5%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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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 증가추이, 2002~2011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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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도별.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1.2. 소득증대내원의 경로 개척
농가소득증대의 주요 내원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째, 인건비소득이 쾌속 증가하여 농촌주민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고하였다. 농촌노동력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노동력시장의 수
급국면이 변화함에 따라 농민공의 인건비수준이 높아졌고 인건비소득
이 농가소득증대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2011년 농촌주민의 일인당
인건비소득이 2,963위안으로 2002년 대비 2,123위안의 2.53배 증가하였
다. 인건비소득 성장이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47.2%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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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건비소득이 농촌주민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하
여 2002년 대비 8.6% 제고하였다. 둘째, 가정경영 순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났고 농촌주민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2011년 농
촌주민의 가정경영 일인당 순소득이 3,222위안으로 2002년 대비 1,735
위안인 1.17배 증가하였다. 농촌주민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38.6%이
고 농촌주민 순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2%로 2002년 대비
13.8% 감소하였다. 가정경영소득 중 제1차산업의 일인당 순소득이
2,520위안으로 2002년 대비 1,385위안인 1.22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
안 2차산업은 193위안으로 77.7%인 84위안 증가하였고 3차산업은 509
위안으로 1.09배인 266위안 증가하였다. 셋째, 재산소득이 대폭 증가하
였다. 2011년 농촌주민의 일인당 재산소득이 229위안으로 2002년 대비
3.52배인 178위안 증가하여 농촌주민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서 2002년 대비 1.3% 제고되었다. 넷째,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증
대에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보조를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신형농촌합작의료, 신형농촌양로보험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적극 추진
하는 등 농가에 대한 이전지불 수준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다. 2011년
농촌주민의 일인당 이전소득은 563위안으로 2002년 대비 4.73배, 465위
안 증가하였고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10.3%에 달하였다. 이전
소득이 농촌주민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로 2002년 대비
4.1% 제고하였다.

중국 농촌경제발전 10년(2002∼2012)의 성과

355

표 1.

농촌주민순소득의 주요내원 구성 변화추이, 2002~2011
단위: 위안

2002년

농가 일인당
순소득
2,476

2003년

2,622

2004년

2,936

998

1,746

77

116

2005년

3,255

1,175

1,845

88

147

2006년

3,587

1,375

1,931

101

181

연도

840

가정경영
순소득
1,487

918

1,541

인건비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51

98

66

97

2007년

4,140

1,596

2,194

128

222

2008년

4,761

1,854

2,436

148

323

2009년

5,153

2,061

2,527

167

398

2010년

5,919

2,431

2,833

202

453

2011년

6,977

2,963

3,222

229

563

자료: 연도별.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1.3. 지역간 농가소득 상대격차의 축소
과거 10년 동안, 서부대개발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지역 등 오랜
공업기지와 중원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여 중서
부지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다. 농업, 특히 주산구에 대한 지원력을
지속 확대하였고 농산물시장가격도 안정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서
부지역 농가소득증대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또 중부지역, 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동부지역 대비 높고
지역소득격차가 점차 축소하는 양호한 추세를 보였다. 2011년, 동, 중,
서와 동북지역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이 각각 9,585위안, 6,530위안,
5,247위안과 7,791위안으로 2002년 대비 1.65배, 1.88배, 1.83배, 2.09배
증가하였고 연간 명목 증가율은 각각 11.5%, 12.5%, 12.3%와 13.4%였
다. 중부지역,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연간 증가율은 동부지역 대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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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 0.8과 1.9% 높다. 특히 식량주산구인 동북지역과 중부지역의 농
가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수준 대비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중 동
북지역 농가소득은 전국 평군수준 보다 11.7% 높다.

표 2.

지역별 일인당 농가순소득의 변화추이, 2002~2011
단위: 위안

연도

2002

2003

2004

전국평균
동부지역
중부지역

2005

2006

2,476

2,622

3,611

3,839

2,936

3,255

3,587

4,233

4,682

5,188

2,270

2,351

2,676

2,940

3,283

2007

2008

2009

2010

2011

4,140

4,761

5,153

5,919

6,977

5,855

6,598

7,156

8,143

9,585

3,844

4,453

4,793

5,510

6,530

서부지역

1,851

1,958

2,181

2,403

2,588

3,028

3,518

3,816

4,418

5,247

동북지역

2,520

2,689

3,128

3,424

3,745

4,348

5,101

5,487

6,435

7,791

자료: 연도별.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1.4. 도농주민소득 상대격차의 축소
정부는 국민소득 분배구조와 도농이익관계를 조정하였고 농가소득증
대 기회를 개척하여 도농주민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데 유리한 정책환경
을 창조하였다. 2010년과 2011년 농촌주민의 일인당순소득의 실제 증가
율이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증가율 대비 각각 3.1%와 3.0% 높
게 나타났다. 도농 간 주민소득 비율이 연속 2년 동안 축소되어 2009년
의 3.33:1에서 2010년에 3.23:1, 2011년에 3.13:1로서 2002년 3.11:1 수준
에 근접하고 있다. 도농주민소득의 상대격차가 축소하는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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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농주민 소득격차의 변화추이, 2002~2011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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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도별.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최근 몇 년 동안, 농가소득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전반 농가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도농주민소득의 절대격차, 지역 간 농민
소득의 절대격차 및 농가 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크다. 2002년 대비
2011년 도농주민소득의 절대격차가 9,606위안 확대하였다. 이중 동부지
역 농가소득과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의 절대격차는 각각 1,714위안,
2,578위안과 703위안 확대하였다. 동 기간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
지니계수가 0.3897로서 0.0251 확대되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국민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 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농가소득증대에 불리한 영향
을 주게 된다. 둘째, 농업의 비교수익이 낮기 때문에 농업소득증대가
어렵다. 셋째, 농업보조와 농가이전소득의 전반 수준이 여전히 낮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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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증대에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농촌토지제
도와 재산권제도 개혁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농가재산소득이 낮은 실
정이다.
반면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있어 기존 체제의 구
조적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있고 도농분할의 이원화구조를 최종
적으로 타파하여 농민들이 개혁개방의 성과를 평등하게 향수할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잠
재력을 갖고 있고 농가의 취업소득증대를 위한 양호한 외부환경이 존재
한다. 정부가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농업건
설을 가속화하고 농업비교수익이 낮은 문제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농가소득은 지속적인 쾌
속 성장추세를 유지하여 도농주민의 소득격차와 지역 간 소득격차가 전
환하는 시기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농촌소비환경의 개선, 농민생활수준의 제고
당16대 이래, 정부가 농촌시장의 시설건설에 주력하였고 농촌소비품
의 유통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신형유통업종을 발전시키고 일련의 농촌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 및 출범하여 농촌의 소비환경을 크게 개
선하였다. 농촌주민의 구매력은 소득증대에 따라 지속 제고하고 있고
소비구조가 승급하였고 농민들의 전반 생활수준이 쇼캉단계에 진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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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매력의 상승
2002～2011년, 농민들의 구매력이 크게 제고하였고 생활소비지출도
대폭 증가하였다. 동 기간 농촌주민의 일인당 현금소득이 2,713.0위안에
서 8,638.5위안으로 연평균 13.7% 증가하였다. 일인당 생활소비지출은
1,834.3위안에서 5,221.1위안으로 연평균 12.3% 증가하였다.
농가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소비품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었
다. 2002～2009년 동안 현급 및 이하 소비품의 판매액이 1만 6,759억 위
안에서 4만 210위안으로 연평균 13.3% 성장하였다. 특히 정부가 “가정
용 전기의 하향(家电下乡)” 등 농촌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
래, 농촌소비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2007～2009년 농촌소비
품의 판매액이 연간 18.2% 증가율을 보였다.

2.2. 소비구조의 승급
농촌주민의 구매력이 증강하고 소비지출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생활
수준도 제고하였다. 2002～2011년 농촌주민의 엥겔지수(식품소비주출
의 생활소비 총지출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가 46.3%에서 40.4%로 하
락하였다. FAO가 빈곤과 부유층을 구분하는 표준에 의하면 엥겔지수가
60% 이상이 빈곤층, 50～60% 구간이 온보(温饱), 40～50% 구간이 쇼
캉, 30～40% 구간이 상대적 부유층, 20～30% 구간이 부유층, 20% 이하
가 극히 부유층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이 전반적으로 쇼캉수준에 진입하였고 상대적 부유단계로 향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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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수요가 만족을 실현한 기초 위에 농촌주민의 소비는 향수형,
발전형 구조전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2～2011년 기간 농촌주민
의 의복지출이 일인당 생활소비지출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서 6.5%로 상승, 거주지출의 비중이 16.4%에서 18.4%로 상승,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지출 비중이 4.4%에서 5.9%로 상승, 교통과 통신지출의
비중이 7.0%에서 10.5%로 상승, 의료보건지출 비중이 5.7%에서 8.4%로
상승하였다.

그림 3.

농촌주민 일인당 소비지출의 변화추이, 20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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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2년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연도별.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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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양상태의 개선
2002～2011년 기간 동안 농촌주민의 일인당 식량, 채소소비량이 지속
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육류, 알류, 우유류 등 식품소비량이 증가추
세를 보이는 등 영양수준이 빠른 속도로 제고하였다. 동 기간 농촌주민
의 일인당 식량소비량은 236.5kg에서 170.7kg으로 연평균 3.6% 하락하
였고 채소소비량은 110.6kg에서 89.4kg로 연평균 2.3% 하락하였다. 식
용유 소비량은 7.5kg 수준을 유지하였고 돼지, 소, 양고기 소비량은
14.9kg에서 16.3kg로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가금육 소비량은 2.9kg
에서 4.5kg로 연평균 5.0% 증가하였고 가금알 및 제품은 4.7kg에서
5.4kg로 연평균 1.6% 증가하였다. 수산물 소비량은 4.4kg에서 5.4kg로
연평균 2.3% 증가하였고 술 소비량은 7.5kg에서 10.2kg로 연평균 3.5%
증가하였다.

그림 4.

농촌주민 일인당 주요 식품 소비량의 변화추이, 20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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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2년을 100으로 기준함.
자료: 연도별.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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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물질생활수준의 향상
농촌주민 가정의 연말기준 주요 소비품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2002～2011년 기간, 평균 100호 농가당 세탁기 보유수가 31.8대에
서 62.6대로 연평균 7.8% 증가하였고, 냉장고는 14.8대에서 61.5대로 연
평균 17.1% 증가하였으며 오토바이수는 28.1대에서 60.9대로 연평균
9.0% 증가하였고 칼라TV는 60.5대에서 115.5대로 연평균 7.5% 증가하
였다. 최근 몇 년간, 농촌소비정책의 추진하에 일부 현대생활방식을 나
타내는 가전제품의 보유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7～2011년 기간 에어
컨의 평균 100호당 보유량이 8.5대에서 22.6대로 연평균 27.7% 증가하
였고 핸드폰은 77.8대에서 179.7대로 연평균 23.3% 증가하였으며 가정
용 컴퓨터가 3.7대에서 18.0대로 연평균 48.5% 증가하였다.

2.5. 도농과 지역간 소비격차 감소추세
2002～2011년 기간 도농주민소비의 엥겔지수가 모두 감소추세를 나
타냈다. 이중 농촌주민 엥겔지수의 감소속도가 도시에 비해 빠른 것으
로 이는 중국 도농주민 소비수준의 상대격차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동 기간 도시주민의 엥겔지수는 연평균 0.2% 감소하였고 농
촌주민의 엥겔지수는 0.6% 감소하였다. 도시와 농촌 엥겔지수의 절대격
차는 2002년의 8.5에서 2011년에 4.1로 축소하였다.
표 3.

도농 엥겔지수 및 엥겔지수 격차의 변화추이, 2002~2011
단위:

연도
도 시
농 촌
절대격차

2002
37.7
46.2
8.5

2003
37.1
45.6
8.5

2004
37.7
47.2
9.5

2005
36.7
45.5
8.8

2006
35.8
43.0
7.2

2007
36.3
43.1
6.8

2008
37.9
43.7
5.8

2009
36.5
41.0
4.5

2010
35.7
41.1
5.4

%

2011
36.3
40.4
4.1

자료: 연도별.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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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볼 때, 대부분 지역 농촌주민의 생활소비지출이 지속적인
쾌속 성장을 유지하였고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의 증가속도가 동부지역
대비 빠르게 나타났다. 2002～2011년, 동부지역 농촌주민의 일인당 생
활소비지출이 2,754.6위안에서 7,495.7위안으로 연평균 11.8% 증가하였
다. 중부지역은 1,646.8위안에서 4,785.7위안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
였으며 서부지역은 1,399.9위안에서 4,127.6위안으로 연평균 12.8% 증
가, 동북지역은 1,711.9위안에서 5,348.6위안으로 연평균 13.5% 증가하
였다. 2002년, 동부지역 농촌주민의 일인당 생활소비지출이 중부지역의
1.7배, 서부지역의 2.0배와 동북지역의 1.6배였으나, 2011년에 각각 1.6
배, 1.8배와 1.4배로 지역격차가 약간 축소되었다.
전반적으로 과거 10년간 농민생활소비수준이 크게 향상하였지만 도
시주민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도농주민의 생활소비 격차가
크다. 2011년 도시주민의 일인당 생활소비지출이 농촌주민의 2.9배에
달한다.
향후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촌사회의 보장체계가 개선
되고 농촌기초시설 건설도 강화되고 농촌소비품의 유통체계가 개선될
것이며 농촌주민의 생활소비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도농주민의 소비격
차가 진일보 축소될 전망이다.

3. 도농취업의 통합발전, 농촌노동력 이전취업의 가속화
농촌노동력의 취업구조를 조정하고 도농노동력자원을 합리하게 배치
하는 것은 농가소득증대의 중요한 경로이고 농업수익증대의 필연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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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며 공업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조화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 요
구이다. 중앙정부는 “취업이 민생의 기본이고 취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
국의 현재와 향후 장기간동안 중대하고 간고한 임무이다”고 지적하였
다. 각 급, 각 부처는 중앙정부의 결책을 적극 집행하여 농촌의 비농업
취업 공간을 적극 개척하고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공업에 종사하도
록 인도한다. 또한 농민공이 고향에 돌아가 창업하도록 지지하며 도시
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력시장과 공평경쟁이 가능한 취업환경을 구축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농촌노동력이전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취업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농가소득성장과 경제사회발전에 중요
한 공헌을 하였다.

3.1. 농촌 비농업 취업비중의 제고
개혁개방 이래, 농촌의 비농업산업 특히 향진기업이 빠른 속도로 발
전하여 국민경제성장을 촉진하였고 농촌잉여노동력의 이전을 효과적으
로 이끌었다.
2004년 중앙 1호 문건은 향진기업과 농촌 비농업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촉진할 것을 제기하였고 “농촌의 중소기업이 농민취업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안전생산표준과 환경보호요구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자
원이용에 유리하기만 하면 존재와 발전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농촌의 개체경영 등 비공유제경제를 적극 발전시킨다. 법률법
규가 제한하지 아니하는 기초시설, 공공사업 및 기타 업종과 분야에 농
촌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 모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각급, 각
지역에서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여 향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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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승급을 추진하여 농촌의 비농산업을 발전시켰고 농촌의 비농업취
입 비중을 크게 제고하였다.
국가통계국에서 농민공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
～2011년 기간 해당지역 취업 농민공 수가 8,501만 명에서 9,415만 명
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농민공의 37%에 달하였다. 국가통계국의
노동취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2～2011년 기간 동안 농촌의 취업자
수 가운데서 사영과 개체경영 분야의 취업비중이 9.4%에서 14.2%로 상
승하였고 향진기업의 취업비중도 27.6%에서 40.0%로 제고하였다. 농촌
지역의 분공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농업생산을 떠난 농가비중이 증
가하였다. 전국 농촌관측점의 조사에 따르면 2003～2011년 기간 농촌의
비농가 비중이 9.7%에서 11.1%로 상승하였다.

3.2. 외출취업 규모의 확대
2002년, 중앙정부가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공업에 종사할 것을
제기하였고 “공평대우(公平待遇), 합리인도(合理引导), 관리정비(完善管
理), 서비스진행(搞好服务)”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는 중국 농촌노동력
이전취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중대한 조정을 보여준다.
과거 10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 관련 정
책조치를 가장 많이 출범한 기간이다. 당16대 보고는 “농촌의 풍부한 노
동력이 비농산업과 도시에로 이전하는 것은 공업화와 현대화의 필연적
인 추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2006년 3월, 국무원은 《농민공문제를 해
결하는 데 대한 약간한 의견(关于解决农民工问题的若干意见)》을 출범하
여 신시기 농민공사업의 지도사상과 근본원칙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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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8개 측면에 대한 정책배치를 진행하였다.
2007년에 발포한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은 국가가 도농 통괄된 취업
정책을 실행하고 도농 노동력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건립하고 농업의 풍
부한 노동력이 질서있게 취업으로 이전하도록 인도한다고 지적하였다.
2008년 당17기3중전회에서 도농노동취업을 통괄하고 도농통일된 인력
자원시장을 건립할 것을 지적하였다. 정책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농촌노
동력의 외출취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하였다. 2002～2011년 기간 동안
농촌의 외출취업 노동력 규모가 1억 469만 명에서 1억 5,863만 명으로
연평균 599만 명, 4.7% 증가하였다.
오랫동안, 중서부지역이 주요한 농촌노동력 수출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지역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력시장의 수급
국면이 변화함에 따라 농촌노동력의 외출취업이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
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농민공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2011년 동부지역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수가 전체 농민공
중 차지하는 비중이 71.0%에서 65.4%로 감소, 중부지역은 13.2%에서
17.6%로 상승, 서부지역은 15.4%에서 16.7%로 상승하였다. 동 기간 성
내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공비중은 46.7%에서 52.9%로 상승하였다.
소득수준으로 구분하면 동 기간 동부지역의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월별 소득이 51.8% 증가하였고, 반면 중부와 서부지역은 각각 57.3%
56.3%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동부지역 대비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중서부지역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성내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농민공
의 인건비소득이 모두 증가하였다. 노동력수출을 주로 진행하는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이 양호한 발전을 가져왔다. 전국의 전반 취업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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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었고 전국 통일의 노동력시장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3.3. 농민공 귀향창업의 열풍
농촌노동력이 대량 외부로 유출되어 일부 노동력수출이 집중되어 있
는 지역은 일찍 20세기 90년대 하반기부터 “회인공정(回引工程)”을 실시
하고 “창업스타(创业之星)” 선정 등 활동을 통해 농촌노동력의 귀향창업
을 인도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취업과 창업조건이 성숙하지 아니하여 별
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따
르면 2000년 말까지 고향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귀향한 노동력이 전체
회귀 노동력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16대 이래, 신형공업화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연해지역의 노동밀집
형 산업이 점차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신농촌건설의 추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발전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농민
공들이 귀항하여 창업하는 열풍이 일기 시작하여 점차 추세로 발전하였
다. 국무원 농민공사무실에서 조직한 조사 결과, 2003～2007년 기간 동
안 평균 매년 귀향창업을 진행한 농민공수가 20세기 90년대 연평균 수
의 3.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이 귀항하여 창업을 진행하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새
로운 형세하에, 당중앙 국무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여 지지와 인
도를 가속화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귀향 농민공수가
급증한 상황에 따라 국무원 판공청이 적시에 《현재 농민공 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 대한 통지(关于切实做好当前农民工工作的通知)》를 발표하
여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고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을 촉진하며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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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귀향창업과 신농촌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지하는 배치를 진행하였
다. 최근, 중앙정부는 일련의 지지정책을 출범하여 농민공의 취업･창업
환경을 진일보 개선하였다. 2009년 중앙 1호 문건은 농민공의 귀향창업
에 대한 지지정책을 집행하고 대출금발행, 세금감면, 공상등기, 정보자
문 등 분야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적하였다. 2010년 중앙 1호 문
건은 농민들이 과학적으로 농사하고 취업･창업하고 창업으로 취업을 인
도하는 정책조치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농민공의 귀향창업과 농
민들이 인근지역에 창업하는 사항을 정책지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2년 중앙 1호 문건은 조건이 허락하는 농촌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
고 창업하는 행위와 농민공들이 귀향하여 창업하는 과제에 대해 보조와
대출지원을 부여할 것을 지적하였다. 최근 몇 년간, 지역별, 부처별로
농민창업을 현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실현
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출범하여 농민창업을
위해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520만 명 농민공이 농촌에 돌아가 농촌창업을 진행하였고
창업자당 평균 3.8명 취업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농촌노동력 수급상황의 전환
국제경험으로 볼 때 농업노동력의 절대 규모와 취업비중 모두 감소하
는 것은 농업잉여노동력 이전이 가속화 단계에 진입함을 뜻한다. 1991
년 제1차산업 취업자 수가 최고봉에 달하였다가 1992년부터 농업노동
력 절대규모와 취업비중이 모두 감소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3
년 이래 이러한 추세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3～2011년 기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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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의 취업자 수가 연평균 1,201만 명 감소하여 지난 1992～2002년
기간 대비 연평균 5.8배 감소하였다. 동 기간 제1차산업의 취업이 전체
취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1.8% 감소하여 1992～2002년 기간
대비 연평균 2.1배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의 농업노동력이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설명한다.
농촌노동력의 이전 추세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농촌노동력의 잉여
상황이 개선되었다. 기존 연구조사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
촌잉여노동력 규모가 개방의 과정을 거쳐 2000년 전후로 1억 5,000만
명에 달하였다. 최근 상황을 보면 다양한 방법에 따라 예측한 농촌잉여
노동력 규모가 8,000만 명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농촌잉여노동력 규모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중국 노동력수급관계
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노동력시장이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설명한다.
농촌노동력 이전은 도농 간 노동력자원과 생산력 국면의 양호한 배치
를 추진하였고 공업의 경쟁력을 증강하였으며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였
다. 개혁개방에 동력을 추가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 농촌경제발전 나아
가 전반 국민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첫째, 농촌노동력
의 이전은 국민경제구조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2～2011년 기간
동안 제1차산업의 취업비중과 제1차산업 GDP 비중 격차가 36.3%에서
24.7%로 축소하였다. 둘째,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개혁개발정책을 실시한 이래 경제성장중
20% 정도가 노동력재배치에 따른 생산력 제고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제2차, 3차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2011년 제2차, 3차산업에 종사한
농민공이 제2차, 3차산업 전체의 종사자 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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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였다. 넷째, 농민소득의 증대를 실현하였다 최근 인건비소득이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하는 주요 내원으로 되었다. 다섯째, 농촌경제사회
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농민공단체가 매년 고향에 송금하는 현금규모
를 천만 위안 정도로 예측할 때 많은 외출농민공들이 귀향창업을 할 경
우 농촌의 각종 업종의 발전을 인도한다.
향후 일정 기간은 농촌잉여노동력의 이전을 추진하고 도농통일의 노
동력시장을 구축하는 임무가 여전히 간고할 것이다. 농촌잉여노동력의
총규모가 여전히 많고 평균연령이 높고 수준도 낮은 등 문제가 존재한
다. 또한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구조적 모순이 심각해지고 있다. 농민공
들이 이익을 청구하고 표현하는 경로가 원활하지 못하고 농민공에 대한
권익보호 구조가 정비되지 아니하였고 합법적인 권익이 피해를 보는 상
황이 여전히 엄중하다. 이는 농촌노동력 이전을 제약하는 장애로 작용
하고 있다. 농민공들이 취업, 거주, 의료, 사회보험, 자녀교육 등 분야에
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도농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도 개선
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농촌노동력의 공급구조변화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과 취업서비스 사
업을 강화하여 노동자수준을 제고하고 농촌노동력의 취업경쟁력을 향
상시켜야 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진일보 개선하고 도시화전략을 적시에
조정하여 농민공의 취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농촌토지
제도를 개선하고 농민공의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며 농촌이전노동력의
안정적인 취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정부부처, 도시 사회단체와 민간조
직의 서비스기능을 발휘하여 사회융합구조를 구축하고 농민공의 시민
화 과정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정책조치를 개선하고 서비스관리와 투입
보장, 사업감독 구조를 개선하여 신시기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 사업을

중국 농촌경제발전 10년(2002∼2012)의 성과

371

잘 진행하여야 한다. 시장구조가 노동력자원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정부의 이전취업에 대한 거시적조절을 강화하고 전국
적으로 통일, 개방, 경쟁, 유질서, 도농일체화의 노동력시장을 형성하도
록 한다.

4. 농촌기초시설건설 강화, 농민생산생활여건 개선
중앙정부는 도농통합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따라 농촌생산생활의
기초시설건설을 중시하여 각급정부가 기초시설건설의 중점을 농촌에
집중하고 일련의 중대한 정책조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농
촌의 공공제품 공급제도를 개혁하였다. 농촌기초시설건설을 공공 재정
지출의 범위에 점차 포함하고 공공재정이 전반 농촌으로 집행되고 공공
제품공급이 농촌으로 전달되며 농촌기초시설 건설을 농민주체에서 점
차 정부주도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공재정이 농업과 농촌을 지
지하는 분야에로 확대하고 농촌기초시설건설을 지지하는 재정정책이
단순한 농업발전을 지지하던 데로부터 점차 전국 주민의 식사문제를 해
결하고 농촌발전을 지지하는 데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농민민생문제와
농촌경제사회의 지속발전가능한 문제해결에 주력하였다. 셋째, 건설자
금이 중서부지역, 농산물주산지, 빈곤지역, 빈곤집단에 집중되도록 강조
하였고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몇 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 전반 농촌기초시설 건설이 강화되었다. 물, 전기, 도로, 가
스, 주택 등 기초시설조건을 개선하여 농촌경관이 크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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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식수안전계획의 조기 완성
2002～2011년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총 1,848억
8,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3억 4,000만 명의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하였다.
2010년 말 기준, 농촌의 식수안전인구가 6억 7,000만 명에 달하였고 농
촌식수 보급률이 54.7%에 달한 것으로 이는 “11･5” 식수안전계획을 1년
앞당겨 완성한 실적이다. 또한 UN의 천년선언에서 2015년까지 식수불
안전 인구의 비중을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6년 앞당겨 완성하였
다. 농촌식수안전공정은 농민들의 건강수준을 제고하였고 농촌의 생산
생활조건을 개선하였다.

표 4.

안전식수공정의 건설상황

연도

농촌식수안전공정
건설중인 투자규모
(억 위안)

완료공정의
투자누적금
(억 위안)

식수안전문제
해결인수
(만 명)

농촌식수안전
인구수
(억 명)

2002년

-

81.0

2500

2.60

2003년

-

53.6

1500

2.82

2004년

-

33.2

1473

2.97

2005년

-

32.7

1797

3.04

2006년

254.1

107.7

2945

5.59

2007년

345.1

201.9

4468

5.80

2008년

470.1

293.1

5378

6.20

2009년

583.8

508.6

7295

6.30

2010년

592.5

537.0

6717

6.70

자료: 2000-2004년 《水利统计公报》; 2005-2010년 《全国水利发展统计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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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촌수력발전의 성과
2002년, 국무원이 농촌수력전기화 현(縣) 400개를 건설하는 과제를
가동하여 총 500여억 위안 규모를 투자하여 24개 성(구, 시)의 2억명 에
달하는 인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2002～2010년 기간 새로 건설한 수
력발전소가 1만 4,503개에 달하였고 투자설비용량이 총 3,516만 kw에
달하였다 2010년 말까지 전국에 농촌수력발전소 총 4만 4,815개를 건립
하였고 설비용량이 5,924만 kw로서 전국 수력발전설비 용량의 28%에
달하였다. 전국 농촌지역 수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이 2,044억 kw로서 전
국 수력발전량의 30%에 달한다. 소규모 수력발전 대체연료의 건설규모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9～2011년 기간 동안의 건설항목이 204
개, 설비투자가 51만 kw에 달하여 45만 농가, 170여만 명 농가의 생활
연료문제를 해결하였고 산림면적 420만 ha를 보호하였으며 건설범위가
전국 22개 성(구, 시)와 신쟝생산건설병단의 193개 현(시, 구)를 포함하
였다.

표 5.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농촌수력발전의 건설동향

신설 농촌수력발전소
(개 소)
919
2,111
1,865
1,876
2,437
1,945
1,320
1,213
817

투자설비용량
(만 kw)
121
202
309
408
640
658
419
380
379

무전기 해결 인원수
(만 명)
167
122
140
183
100
80
32

자료: 2000-2004년 《水利统计公报》. 2005-2010년 《全国水利发展统计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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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농촌 수력발전 장치설비의 용량변화 추이
단위: 만

kw

자료: 2010년. 《全国水利发展统计公报》.

4.3. 농촌도로건설의 쾌속 발전
중앙정부는 농촌도로에 대한 투자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서부
지역, “노소변궁(老少边穷)43)” 지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다. 2002～
2011년 중앙재정 투자 규모가 23억 6,000만 위안에서 438억 위안으로
16배 증가하여 연간 증가율이 30% 이상에 달하였다. 전국에 새로 건설
한 농촌도로가 272만 km, 차량통행 도로가 220만 km에 달하고 새로 증
설한 농촌 버스선로가 5만여 개, 버스운행 추가 차량 수 60여만 개에 달
하였다. 2011년말 기준, 전국에 차량통행 도로규모가 353만 7,000km로
서 농촌지역 도로계획의 96.1%를 완성하였다. 향진지역 도로통행 비중
이 99.98%, 농촌지역 도로통행 비중은 편제의 99.39%를 차지한다. 전국
향진과 농촌지역 공공버스 운행상황은 편제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 노소변궁지역은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노(老)”는 중국 혁명근
거지 지역으로 오랜 지역을, “소(少)”는 소수민족 지역을 “변(边)”은 국경지역을,
“궁(穷)”은 빈곤한 지역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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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와 91.47%였다. 2010년말 기준, 농촌지역 공공버스 규모가 38만
대, 농촌지역 버스선로가 9만 개, 일평균 운행수 120만 회로서 농촌주민
의 교통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농촌도로발전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주로 다음과 같은 6
개 “변화(改变)”와 6개 “촉진(促进)”으로 나타났다. 첫째, 농촌교통의 낙
후한 모습을 변화하고 농민들의 넉넉한 생활을 촉진하였다. 둘째, 농촌
소비구조를 변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셋째, 농촌산업구조를 변
화하고 농업현대화를 촉진하였다. 넷째, 향풍과 농촌의 경관을 변화하
고 농촌문명을 촉진하였다. 다섯째, 농촌 간부와 군중의 관계를 변화하
고 기층관리 민주를 촉진하였다. 여섯째, 이원화구조를 변화하고 도농
일체화를 촉진하였다.

표 6.

농촌도로 건설동향, 2006~2011
km

연도

당해연도 사회완성투자(억 위안)

신･재건 농촌도로(만 km)

2006년

1513

32.5

2007년

1800

42.3

2008년

2044

43.1

2009년

2051.6

38.1

2010년

2091.4

30.8

2011년

1901.6

19.03

자료: 2007년-2010년. 펑정린(冯正霖) 부부장의 전국농촌도로사업 회의 중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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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촌메탄가스건설의 성과
2002～2010년 기간 중앙정부가 농촌메탄가스건설에 투입한 누적 자
금규모는 246억 위안이며 3,000만 호 농가의 농가규모 메탄가스건설을
지원하였다. 중앙정부와 각 부문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농촌지역 메탄
가스 사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2010년말 기준, 전국 메탄가스 사용호가
4,000만 호, 실제혜택을 보는 인구수가 1억 5,500만 명에 달하였고 농가
용메탄가스, 소규모 메탄가스, 대중규모 메탄가스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메탄가스탱크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축사개조, 화장실개조, 주방개조를 진행하였고 도로개조, 수로
개조를 결합하여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는 “4위1체(四位一体)”, “돼지･메
탄가스･과채(猪沼果)”44)등 생태농원모델 건설을 진행하여 토지, 태양에
너지와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농가생산, 생활의 양호한 순환
을 형성하였다. 농가주택이 따뜻하고 청결해지고 가정경영 효율화와 농
업생산 안전화를 실현하였다. 메탄가스 건설이 민생공정과 신농촌건설
의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등장하였고 농촌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농
업발전방식 전환을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에너지절감과 배출감소를 추
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또한 광범한 농민들로부터 민심공정과 덕정(德政)공정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44) “돈･메탄가스･과채(猪沼果)”공정은 양돈, 메탄가스생산, 보호지재배를 진행하는
생산과 비료을 결합한 순환생산모델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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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농촌 메탄가스 건설상황

2002년

중앙정부투자자금
(억 위안)
4

농촌농가용메타가스탱크
(만 호)
1,100

메탄가스연간가스량
(억 ㎥)
-

2003년

10

1,309

46

2004년

10

1,453

56

연도

2005년

10

1,700

65

2006년

25

2,260

87

2007년

30

2,650

100

2008년

60

3,050

119

2009년

52

3,507

130

2010년

45

4,000

-

자료: 2003-2011년. 《中国农业发展报告》. 中国农业出版社.

4.5. 농촌 위험주택개조시범사업 확대 추진
2009년부터 농촌지역 위험주택개조의 시범확대 사업을 정식으로 가
동하였다. 2011년까지 중앙재정은 총 281억 위안 규모를 투입하여 465
만 호의 위험주택개조를 완료하였다. 2011년 중앙보조표준은 농가당
6,000위안으로 2009년 대비 1,000위안 인상하였다.
과거 10년간 농민의 주거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첫째, 거주
면적이 증가하였다. 2011년 농촌주민의 일인당 거주면적은 36.2㎡로
2002년 대비 36.6% 증가하였다. 이중 69.7%에 해당하는 농가의 일인당
거주면적이 25㎡ 이상인 것으로 2002년 대비 21.5% 높아졌다. 둘째, 주
택품질이 제고하였다. 2010년 농촌주민이 철근토양혼합구조식 주택에
거주한 일인당 규모가 15.1㎡인 것으로 2004년 대비 64.1% 증가하였다.
기와나무구조식 주택에 거주한 규모는 15.2㎡로 2004년 대비 7.8% 증가
하였다. 셋째, 거주조건과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2011년 94.1%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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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위생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수세식 화장실 주택이 22.9%로
2004년 대비 7.4% 많아졌다. 43.5% 농가주택은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이중 에어컨과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20.9%인 것으로 2004년
대비 13.9% 증가하였다. 청결연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38.2%를 차지하
는 것으로 2004년 대비 27.7% 제고하였다. 79% 농가가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수돗물을 사용하는 농가가 55.1%를 차지하는 것으
로 20.1% 증가하였다. 52.9% 농가의 주택 밖에 시멘트 혹은 아스팔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이는 2004년 대비 18.9% 상승하였다. 주택외부
에 돌로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농가주택 비중이 22.4%로 2004년 대비
1.1% 감소하였고 흙포장 도로 혹은 비포장 도로인 농가주택 비중은
24.7%로 2004년 대비 24.9% 감소하였다.
과거 10년간 농촌의 생산생활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농촌의 기초시설이 여전히 취약하다. 첫째, 농촌의 물공급이 여전
히 낮은 수준이고 식용수 안전공정 건설의 임무가 막중하다. 둘째, 일부
농촌지역의 물전기 건설사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원개발이용계획
이 부족하고 일부 발전소의 설비와 시설이 노화되어 개보수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농촌도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전국에
1,080개 향진, 10만 3,095개 편제 촌에 아직도 아스팔트(시멘트)도로가
통하지 않고 있다. 농촌도로의 보양문제가 심각하고 농촌버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넷째, 농촌메탄가스 서비스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메탄가스 이용률이 낮다. 다섯째, 농민들의 주택부대설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거주수준도 제고되어야 한다. 농촌건설 특히 마을
건설계획이 침체되어 있고 농촌의 폐기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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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기간 투입을 확대하고 농촌기초시설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식수안전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억 9,800만 농촌인구와 11
만 4,000개 농촌학교의 식수안전문제를 전반 해결하고 전국 농촌의 중
앙식 물공급 수혜 인구의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농촌의 수
력발전건설을 가속화하여 81만 명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
구와 228만에 달하는 전기 부족 인구의 전기사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
다. 또한 농촌도로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통행조건을 개선하고 보양
제도를 개혁하고 농촌버스운행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메탄
가스건설을 강화하고 농가용 메탄가스, 소규모메탄가스공정과 대규모
메탄가스공정을 중점 발전시키고 메탄가스 서비스체계를 정비하며 메
탄가스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메탄가스의 산업화발전을 추진
하여야 한다. 농촌지역 위험주택개조를 가속화하고 농촌지역 청결공정
을 실시하고 농촌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정돈을 추진하여 농민들의
거주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5. 도농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와 농촌사회사업의
장기발전 추진
당16대 이래, 중앙정부는 정부투입을 주로 하는 농촌사회사업발전 경
비보장구조를 확립하였다. 동시에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여 도농 기본공
공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2003년, 중앙정부는 “국가가 향후
매년 새로 증설하는 교육, 위생, 문화 등 사업경비는 주로 농촌에 집중
한다”고 제기하였고 2004년 중앙 1호 문건은 “새로 증설하는 교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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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문화, 계획생육 등 사업경비가 주로 농촌에 집중하고 현급이하 지역
에 사용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농촌사회사
업은 투입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각항 조치가 출범함에 따라 상당한 진
보를 취득하였고 기본적으로 생육, 교육, 의료, 양로 등 전반과정을 포
함하였고 생활보장, 주택보장, 취업보장 등 전반 농촌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였다.

5.1. 농촌교육조건의 개선
정부재정은 농촌의무교육에 대한 투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촌의무교육의 재정체제를 개선하였고 농촌의무교육의 건강한 발전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2005년, 국무원의 《농촌의무교육경비의 보
장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 대한 통지(关于深化农村义务教育经费保障机
制改革的通知)》요구에 따라 농촌의무교육을 공공재정보장범위에 포함
하고 중앙과 지방이 항목별로 비례에 따라 농촌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
는 보장체계를 건립하였다. 중앙재정은 특정자금을 배정하여 농촌 초
등･중학교의 위험한 건물을 개조하고 농촌의 초등･중학교 운영조건을
개선하였다. 농촌기숙제도 학교건설공정을 실시하고 서부지역 일부 농
촌 중학교의 기숙제학교를 신축 혹은 재건하였다. 농촌의무교육 대상자
에 속하는 빈곤학생에게 국가조학장학금, 조학대출금 등 자금보조 조치
를 진행하였다. 2006년 《신의무교육법(新义务教育法)》을 개정 및 실시
하였고 법률형식으로 교육경비의 증가 비율을 규정하였다. 정부재정투
입체제를 개혁한 데 힘입어 농촌의무교육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농촌의무교육학교의 공공경비표준을 매년 제고하였다. 농촌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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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중학교의 공공경비 최저표준이 2009년 중서부지역 초등학교가 300
위안, 중학교가 500, 동부지역 소학교 350위안, 중학교가 550위안 이었
다. 반면 2011년에는 중서부지역 초등학교가 500위안, 중학교가 700위
안, 동부지역 초등학교는 550위안, 중학교가 750위안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농촌 초등･중학교 학교건물 개조 단가표준이 서부지역이 300위
안에서 400위안으로 제고하였고 중부지역은 4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제고하였고 고랭지대는 단가표준을 제고하였다. 둘째, 의무교육단계 학
생의 가정부담을 경감하였다. 2005년, 국가빈곤개발사업중점현에서 “2
면제 1보충(两免一補, 등록금과 교재비 면제, 기숙사생 생활보조)” 정책
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전반 농촌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실행하였다.
2011년, 전국 1억 3,000만 명 농촌학생이 해당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었
고 3,000만 명 농촌기숙제 학생이 주숙비를 면제받았다. 중서부지역
1,228만 호의 가정생활이 어려운 기숙사생이 생활보조를 받았고 2,600
만 명 학생이 영양식사보조를 받게 되어 농촌학생의 가정부담을 효과적
으로 경감하였다. 셋째, 농촌의무교욱학교의 운영조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였다. 2010년 제2기 “중서부 농촌초등중학교 건물개조공정(中西部
农村初中校舍改造工程)”, “농촌의무교육의 취약 학교개조계획(农村义务
教育薄弱学校改造计划)”과 “변두리지역, 어려운 지역 농촌학교의 교사
기숙사건설

시범과제(边远艰苦地区农村学校教师周转宿舍建设试点项目)”

등을 실시하여 농촌학교의 숙식조건과 도서, 교학설비조건을 개선하였
고 농촌 중학교의 기반을 개조하였다. “농촌의무교육단계 학교 교사의
직위를 특별 설치하는 데 대한 계획(农村义务教育阶段学校教师特设岗位
计划)”을 통해 인재교사가 농촌에서 임직하도록 인도하였다. 특설직위
교사 4만 9,870명을 채용하여 21개 성 1만 6,536개 농촌학교에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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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넷째, 도시에 진입한 노동자의 자녀교육 문제를 점차 해결하였다.
2011년, 전국 도시에 진출한 노동자 자녀의 취학률은 79.2%에 달하였다.

5.2. 농촌의료위생 보장체계의 기본적인 형성
농촌주민이 병보이기 어렵고 병보이는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투입규모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3급 의료위생서비스체계건
설을 강화하였다. “기본을 보장하고(保基本), 기층을 강화하며(强基层),
체계를 건립하는(建机制)” 요구에 따라 농촌지역의 기본공공위생, 기본
의료서비스, 기본약물과 신농합제도 등 4위1체(四位一体) 신형농촌합작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농촌의료위생서비스 체계를 정비하였다. 첫째, 신
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개선하였다. 2003년,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시
범점을 가동하였다. 2011년말 기준, 농촌합작의료제도에 참여한 인원수
가 8억 3,000만 명으로 참여비중이 97%를 초과하였고 총조달자금규모
가 2,047억 6,000만 위안에 달하고 보상수혜자수 13억 2,000만 명에 달
하였다. 3분의 2 이상 성(구, 시)에서 성급, 시급 지정 의료기구를 지정
하여 적시에 보상받도록 하였다. 의료제도에 가입한 농민, 특히 농민공
들은 타지역에서 병을 보일 경우 간편한 절차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기본약물제도를 진행하여 농촌주민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이
고 저렴한 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기본약물을 정부소속
향진위생소에서 원가로 판매하였다. 2012년 1월 기준, 58.1% 농촌위생
소에서 기본약물 원가판매를 진행하였다. 둘째, 농촌의료위생서비스 체
계를 정비하였다. 2005~2010년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재정중 총 216억
8,000만 위안 자금을 배정하여 중서부와 동부 빈곤지역의 2만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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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위생소, 1,300개 현급 병원, 400개 현급 중의(민족)병원과 950개소
현급 부유아동보건기구의 건설과 개조에 사용하였다. 각 지역은 향진위
생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일체화 관리를 적극 추진하였다.
2003~2011년 기간 농촌지역 의사와 위생인원 수가 87만 7,000명에서
112만 6,0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이래, 중앙재정은 7억 7,000만
위안을 농촌지역 위생인원의 직위기술훈련에 사용하였고 총 175만 명
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6억 위안을 투입하여 3만 3,000명을
파견하여 2급 이상 의료위생기구가 향진위생소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
였다. 농촌의 특수목적교육위탁생(订单定向)에 대한 무료 육성과제를 실
시하여 중서부 향진위생소를 위해 1만 명 무료학생을 모집하였다. 셋째,
농촌주민의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다양한 항목을 새로 증설하였다. 2010
년, 농촌아동 선천성 심장병, 급성백혈병 등 중대질병에 대한 보험시범
점을 가동하였고 2011년에 종말기신장병 등 6대 신증설 질병에 대한 의
료보험 시범을 가동하였다. 2011년말 기준, 23만 개 8종류 중대질병 환
자가 혜택을 받았고 3만 호에 달하는 선천성심장병 아동의 가정이 보조
를 받았다. 농촌의료위생서비스 능력을 높여 농촌주민의 건강수준을 개
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3~2011년 기간 동안 농촌지역 영
아사망률은 28.7%에서 12.1%로 감소하였고 임산부 사망률은 65.4/10만
에서 26.1/10만으로 감소하였다.

5.3. 농촌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형성
2003년 이래, 농촌사회보장건설을 가속화하였고 농촌최저생활보장제
도, 농촌5보부양(五保供养)제도45), 농촌양로보험제도, 자연재해생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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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사회보장체계를 형성하여 피토지징
발농가, 농민공의 사회보장사업이 장원한 발전을 취득하였다. 첫째, 농
촌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보장이 필요한 분야를 모두 보장하는(应
保尽保)” 수준에로 진입하였다. 2007년 국무원은 《농촌최저생활보장제
도의 전국적인 건립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建立农村最低生活保障制度
的通知)》를 제기하였다. 중앙재정은 자금을 배정하여 재정적으로 어려
운 지역에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농촌5보부양보조를 제공
하였다. 2008년, 전국 모든 농업관련 현에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정
립하였다. 2012년 2월 기준,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인원이 5,282만
5,000명에 달하고 보장 농가 수 2,686만 3,000호로 농업인구가 존재하는
모든 현(시, 구)을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물가변화에 따라 보장표준
을 적당 수준 제고하였다. 2007~2009년 기간 농촌최저생활보장 평균
보조수준을 월별 39위안에서 64위안으로 인상하였고 5보부양표준을 일
인당 연간 417위안에서 2,215위안으로 인상하였다. 2011년에 농촌최저
생활보장 표준은 일인당 143.2위안으로 인상하였고 농촌5보집중부양 연
간 표준은 일인당 3,399.7위안으로 인상하였고 농촌5보분산부양 평균수
준은 일인당 2,470.5위안으로 인상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농촌
5보부양 대상농가수 530만 2,000호, 551만 명이고 농촌최저생활보장 대
상농가수가 2,672만 8,000호, 5,305만 7,000명이었다. 둘째, 농촌주민의
양로제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2009년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제
도가 전국 10% 현(시, 구, 기(旗))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에

45) 5보공양(五保供养)제도는 음식(吃), 의복(穿), 주거(住), 병원진료(医), 장례(葬) 등 5
대 부분의 농촌주민 생활에 도움과 물자지원을 제공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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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을 60%로 확대하여 전국 27개 성(구)의 1,914개 현(시, 구, 기
(旗))와 4개 직할시 일부 현을 포함하였다. 보험 참여자수가 3억 2,643만
명, 이중 실제 수혜자수 8,525만 명에 달하고 전년 보험금소득이 1,070
억 위안에 달하였다. 2012년, 농촌신형사회양로보험제도를 전국범위로
확대하였다. 셋째, 토지를 잃은 농민과 농민공을 국가사회보장체계에
포함하였다. 정부는 일련의 정책법규를 출범하여 피토지징발 농민들의
사회보장 자금내원, 대우수준 등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
다. 또 2004년 《공상보험조례(工商保险条例)》를 실시하여 농민공도 정
부의 공상보장에 포함하였다. 2006년에 출범한 《국무원의 농민공문제
를 해결하는 데 대한 약간한 의견(国务院关于解决农民工问题的若干意
见)》에서는 농민공을 정식으로 도시기업 직원의 기본양로보험제도 범위
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1년 정식으로 실시한 《사회보험법(社会保险
法)》은 농민공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는데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2010년 말 기준, 농민공이 양로, 의료, 공상, 실업 등 보험에 참여한 수
가 각각 3,284만 명, 4,583만 명, 6,329만 명과 1,990만 명에 달하였다.
넷째, 고아･장애자･우대자 등 인원에 대한 보장구조를 기본적으로 건립
하였다. 사회구조와 보장표준을 물가상승과 연결하는 구조를 확립하였
고 고아기본생활보조표준을 제고하고 유랑자에 대한 구조보조를 증가
하였으며 장애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서비스체계건설을 지지하였다. 우
대대상 등 인원에 대한 생활보조대우를 집행하고 적시에 보조표준을 조
절하였다. 또한 특대 자연재해 지역에 보조자금을 배정하여 수재 단체
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농촌지역 위험주택개조와 목축민의
생활안착 공정을 보장성 안착공정건설에 포함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
농민공을 공공주택임대 수혜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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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농촌문화체육사업의 발전
농촌문화체육건설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촌문화기초
시설을 개선하였고 농촌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로인해
농민들이 생활이 점차 풍부해졌다. 첫째, 중앙, 성급, 시급 등 3급에서
농촌문화체육건설에 대한 특별자금을 설치하였다. 2010년 말 기준, 전
국 2만 7,000개 향진에서 종합문화소건설에 대한 중앙보조를 획득하여
촌마다 종합문화소가 있는 상황을 실현하였다. 10만 개 행정촌에서 헬
스장소설비건설을 완료하였고 6분의 1에 해당하는 행정촌이 공공체육
장소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농민체육헬스공정 23만 개를 건립하였고 새
로 증설한 체육장 규모가 2억 3,000만 ㎡, 수혜자수가 3억 3,000만 명이
고 일인당 수혜규모로 볼 때 0.7㎡로서 농촌문화체육장소설비가 취약한
국면을 개선하였다. 둘째, 공공문화시설 네트워크를 건립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공공도서관 2,952개,
문화관(예술관 포함) 3,285개를 건립하였고 향진(거리)문화소 4만 390개,
촌문화실 20여만 개를 건립하였다. 국가, 성, 시, 현, 향, 촌 등 6급에 모
두 공공문화시설을 갖추었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문화서
비스체계가 전국 범위로의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업무외 문예팀 훈련을
강화하였고 농민들이 자체로 문화원, 문화센터농가, 문화실, 도시실을
운영하도록 격려하고 농민들이 농민서점, 영화방영팀 등을 운영하도록
지지하였다. 2010년 말 기준, 전국에 농촌주민연출팀 7만개, 문화전업농
가 55만 호, 민간직업극단 5,000여 개가 있어 농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
하게 하였다. 셋째, 문화혜민공정과 농민체육헬스공정을 실시하였다.
“11･5”기간 동안, TV방송이 농촌마다 통하고, 농촌지역 영화방영, 향진
종합문화소건설과 유동종합문화서비스차량 등 농촌문화건설중점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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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농촌지역의 무선보급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에 전국 방송과
TV 청･시청 인구 비중이 각각 97.1%와 97.8%에 달하였다. 농촌지역 디
지털영화관 228개 선로, 디지털영화방영팀 3만 8,000개를 건설하였고
연간 방영하는 공익영화편수가 780만 편에 달하였다. 2010년 말 기준,
문화정보자원공동향수공정이 전국 90% 행정촌을 포함하였고 10억 명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50여만 개 행
정촌에서 농가서옥(农家书屋)을 건립하였다. “11･5”기간 책을 농촌지역
에 보내는 공정이 국가급 빈곤부축개발 중점현과 향진에서 진행되어 총
787만 권을 배달하였다. 2010년 말 기준 농민체육헬스공정 23만 개를
건설하였고 농구설비 19.7개, 탁구설비 30만 4,000개, 실외 운동기기 81
만 1,000개를 설치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30만 개 행정촌이 농촌
체육헬스공정을 건립하여 농촌의 기초체육설비를 개선하였다. 넷째, 정
부가 문화소비권을 구매, 보조,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농민, 도
시진출 노동자 등 특수단체가 공공문화자원을 향유하도록 하였다. 2011
년 문화부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농민공의 문화사업 강화에 관한 의
견(关于进一步加强农民工文化工作的意见)》을 발행하여 농민공문화사업
을 공공문화서비스체계에 포함시킴을 지적하였다.
농촌사회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쇼캉사
회를 건설하는 근본요구이다. 향후 일정 기간 중국 농촌사회사업의 발
전은 제도개선, 수준제고, 도농병행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주민들이 “늙으면 부양받을 수 있고(老有所养), 병에 걸
리면 치료할 병원이 있고(病有所医),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가 있고(住
有所居),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困有所助)” 보장하여
농촌의 화목안정과 경제사회의 조화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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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농업 대외개방의 참신한 국면

농업의 국제교류협력은 중국 농업농촌경제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농업 대외개방은 중국 전체 대외개방의 중요한 내용이다. 당16대 이래
국제적인 경제형세의 거대한 변화와 국내외 농산물시장 리스크의 도전
에 직면하면서 당중앙과 국무원이 고도로 주목하여 일련의 방침과 정책
을 제정하였고 일련의 지원조치를 출범하여 농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하
였다. 각급 농업부문은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국제교류협
력을 크게 추진하고 농업의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다경로, 다
차원, 전방위, 넓은 영역에서 농업의 대외협력 국면을 점차 형성하였다.
중국 농업의 대외개방사업이 심도 있게 추진되었고 농산물무역이 빠르
게 발전하였으며 농업의 “국내로 들여오기(引进来)” 정책의 성과가 뚜렷
하였고 농업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이 번영･발전하였으며 농업의 “해
외로 나가기(走出去)”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농업의 대외개방은 중국의 농업
농촌경제의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체불가한 중
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세계
식량안보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세계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역
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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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농업 대외개방의 주요 성과
10년 동안 중국은 농산물무역을 힘써 발전시켜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
급을 보장하였고 농민의 취업소득 증대를 촉진하였으며 농업의 대외개
방을 견지하고 외국자금, 기술과 장비, 종질자원, 관리경험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였다. 이에 농업의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였고 현대농업의 발
전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농업원조와 해외 농업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
여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식량생산 수준 향상을 도움으로써 호리공영의
발전을 실현하여 책임을 다하는 대국의 형상을 수립하였다.

1.1. 농산물무역의 급속 발전, 무역대국 지위 확립 및 공고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농산물시장을 전면적으로 개
방함으로써 중국의 농산물 국제무역이 역사상 유례없는 쾌속 발전단계
에 진입하였다.
(1) 농산물무역액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중국의 농산물시장이 풍부해
졌으며 농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하였다. 10년 동안 중국의 농산물무역액
은 2002년의 306.3억 달러에서 2011년의 1,556.2억 달러로 4.1배 증가하
였다. 동 기간 수입액은 124.7억 달러에서 948.7억 달러로 6.6배 증가하
였고 수출액은 181.6억 달러에서 607.5억 달러로 2.3배 증가하였다(그림
16-1, 16-2 참조). 중국은 세계 농산물무역에서의 지위가 큰 폭으로 상승
하여 현재 농산물무역액은 세계에서 3위(미국, 독일 다음임)를 차지하였
고 수출액은 세계에서 7위(미국,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프랑스, 캐나다
다음임), 수입액은 세계에서 2위(미국 다음임)를 차지하였다. 201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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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출액이 1차산업 증가액 중 8.2%를 차지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
대와 농업 수익 증대를 유력하게 촉진하였다. 10년 동안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는 계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중국 농업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
휘하였다.

그림 1.

중국 농산물 무역총액 추이, 2002~2011

첫째, 토지집약형 제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국내 농산물시장을
풍부하게 하였다. 2002~2011년 사이 농산물의 수입총액이 124.7억 달
러에서 948.9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유지작물, 면화 등 토지집약
형 제품의 수입이 신속하게 증가하여 2002년의 28.4억 달러에서 2011년
의 411.8억 달러에 이르렀다. 농산물 전체 수입액에서 토지집약형 제품
의 수입액 비중이 2002년의 22.8%에서 2011년의 43.4%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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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 추이, 2002~2011

수출액(억달러)

그림 3.

수입액(억달러)

토지집약형 제품 수입액과 농산물 전체 수입액 비교, 2002, 2011

둘째,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국내
농민의 취업소득 증대를 촉진하였다. 2002~2011년 사이 농산물 수출총
액이 181.6억 달러에서 607.7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수산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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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축산물, 과일, 견과, 찻잎, 화훼 등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이들의 수출액이 2002년의 115.7억 달러에서 2011년의
432.7억 달러에 이르렀다. 농산물 전체 수출액에서 토지집약형 제품의
수출액 비중이 2002년의 63.7%에서 2011년의 71.2%로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2)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되어 국부지역 시장에 의지하는 리스크
를 줄였다.

그림 4.

토지집약형 제품 수출액과 농산물 전체 수출액 비교, 2002, 2011

2002~2011년 사이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은 아시아시장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던 국면에서 아시아시장을 위주로 하고 미국시장을 계속
적으로 확대하고 유럽시장을 점차 확장하는 국면으로 발전하였다(그림
5, 6 참조). 아시아시장은 일본, 한국이 절대적인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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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데에서 일본, 한국, 동남아로 삼족 정립국면으로 발전하였다. 수입시
장도 갈수록 광범해져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산물무역의 동반자
가 10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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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 2002

그림 6.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 2011

농산물 수출입시장의 주체와 구조에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자금과 민영기업이 수출의 주체로 되었다. 2002~2011년
사이 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38%에서
43%로 증가하였고 민영기업은 7%에서 30%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의
2대 주체로 발전하였다. 국영기업과 집단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49%, 6%에서 22%, 5%로 감소하였다.
둘째, 국내의 무역지역의 분포가 계단식 구도를 나타냈다. 동부 연해
지역의 농산물 수출세가 양호하였고, 이 중 산둥성, 광둥성, 푸젠성, 저
장성, 랴오닝성, 장수성 등 6개 성의 2011년 농산물 수출액 합계가 213
억 달러로 중국 농산물 수출총액의 68.3%를 차지하였다. 중부지역과 서
부지역의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 중 산시성, 네이멍구,
후베이성, 허난성, 신장, 윈난성, 후난성 등 7개 성, 자치구의 10년간 농
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폭이 10% 이상으로 동부지역의 증가폭보다 높
았다.
총체적으로 보면 농산물무역의 쾌속 발전은 중국 농업농촌경제가 빠
르게 잘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첫째, 국내
농업자원과 환경의 압력을 완화하여 국내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
장하였다. 둘째, 농민의 취업소득 증대, 농업과 농촌의 생산발전을 촉진
하였고,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산물과 농산물 수출 대성(省)의 수익
증가에 대한 역할이 매우 뚜렷하였다. 셋째, 국내와 국외 두 개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농업구조조정과 지역분포를 최적화하
였고 농업의 비교우위의 발휘를 촉진하였다.

1.2. 농업의 국제경쟁력 지속 증강, 시장리스크 대응능력 지속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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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자원배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두 가지 자원”의 이용에
서 효과를 거두었다. 농업의 수출지향형 기업의 대외협력을 위해 적극
적으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다. 용두기업이 중국과 자원 보완적인 국
가와 지역에 진출하도록 인도하고 지원하였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연말기준 768개의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관련 기업이 세계
100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하였다. 농업관련 해외 직접투자의 핵심 영역
은 천연고무, 종려, 카사바, 사이잘삼, 사탕수수 등 경제작물의 재배와
가공, 원양어획이다. 원양어업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자원개
발능력이 눈에 띄게 증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원양어획의 각종 선박유
형을 갖추었다. 2011년의 원양어업 생산총액은 약 126억 위안으로 2002
년 대비 1배 이상 증가하였다. 동시에 중국 기업의 농업투자협력 모델
이 더욱 다양해졌다. 독자기업에서 합자기업까지, “회사+농가”형, 생산
기지 혹은 가공공장을 직접 건설하거나 수매, 임대한 것, 현지의 성숙된
생산서비스체계를 이용한 것 등 다양한 모델이 발전하였다. 광둥성, 푸
젠성 등 연해지역의 많은 사영 사업자들도 해외에 나가 각종 재배, 사육
농장을 창설하였고 이미 해외로 진출한 일부 비농업 기업은 외국의 에
너지, 전신, 농업공정의 협력플랫폼을 이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지역에서 경제작물에 대한 협력개발을 전개하였다.
(2) 농업무역에 대한 구제조치를 합리하게 운영하여 시장리스크 방지
를 보장하였다. 현재 국가급 농업무역 구제사업의 협력 모델과 협조구
조가 이미 구축되었고 국제농업연구, 국내외 시장과 가격에 대한 모니
터링, 산업의 손해 경보 등 사업이 괄목할만한 진전을 가져왔다. 2009년
에 국제농업연구체계를 가동하여 중점 국가, 중점 산업, 중점 주제에 대
한 계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5년에 농산물의 가격과 시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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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니터링을 가동하여 국제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수출입 상황에
대해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현재 계통적이고 총체적인 데이
터분석 검사보고서군을 형성하였다. 2007년에 농산물무역이 국내 농산
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농산업 손해 모니터링 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현재 23개 성에서
17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외국 제품의 수입
이 중국의 관련제품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완화, 예방하고 중국의 산
업안전과 농민의 경제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3) 대외협력구조를 충분히 이용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증강하였
다. 중국은 현재 90여 개 국가와 장기적인 안정적인 농업협력관계를 수
립하였다. 농업에 대한 자금과 기술 도입을 통하여 외국의 선진적인 농
업생산경영방식을 학습하고 외국의 농업현대화 추진 경험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중국 현대농업 발전의 질과 효익을 효과적으로 제고하였고 농
업의 국제경쟁력을 증강하였다.
첫째, 농업의 외자이용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11년 중
국 농업에 대한 외상의 직접투자액이 20.1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하여
95.6%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농업의 외자이용 경로가 다양하다. 가
장 주요한 방식은 합자, 합작, 독자 기업 위주의 외상의 직접투자이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대출과 증
여금, 양자정부 간의 경제기술협력 등도 있다. 농업의 외자이용은 주로
농촌정책조정, 농촌개혁, 농업 과학기술의 연구와 교육, 농업 지원서비
스체계, 수리관개, 토양개량,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고
이는 중국의 농업현대화 건설과 농촌경제발전에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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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농업에 대한 외상의 직접투자액, 2002~2011

둘째, 농업의 지식 도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10년 동안 정
부간의 양자협력사업, FAO와 세계은행의 사업 등을 통하여 중국은 대
량의 농업 종질자원, 기술, 농기계 장비, 관리경험, 지식자원을 도입하였
다. 2011년까지 중국은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2,000종에 가까운 선
진 농업기술, 10만 분에 가까운 종질자원, 2,000세트(대, 건)에 가까운
의기설비를 도입하였다. 농업에 관한 수입세금우대정책을 통하여 농작
물 묘목 3억 주, 종자 가축 660만 마리, 풀 종자 4만 4,000톤과 대량의
수산물 종자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의 수입액 합계는 118억 6,000만 위안
에 이르러 농업용 우량종자 수급모순을 완화하였고 원가를 낮추고 생산
성을 제고시켰다. 농업부는 외국의 경제기술전문가 387명을 초청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교류를 전개함으로써 농업의 관리수준과 과학기
술 수준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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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의 번영, 발전은 산업의 승급에
기초를 마련
중국은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어 농업기초가 박약하고 발전방식이 낙후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
다. 10년 동안 중국은 농업의 과학기술 교류를 실속있게 전개하여 농업
의 “들여오자(引进来)” 정책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과학기술 실력
을 증강함으로써 국내의 농업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에 유력한 지지대
를 제공하였고 중국의 전통농업의 개조를 가속화하여 농업발전방식을
점차 촉진하고 전환하였다.
(1) 연합실험실과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가 초보적인 규모로 건립되어
중국 농업의 과학기술 혁신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였다. 중국과 미국, 브
라질, 독일, 쿠바 등 많은 국가들이 연합실험실을 건립하였고 국제농업
응용기술센터(CABI)와 연합실험실을 세우고 400여만 유로의 국제농업
과학연구발전 과제를 공동으로 신청, 획득하였다. 국제옥수수･소맥 개
량센터(CIMMYT)-중국농업과학원 소맥품질 연합실험실,
자원연구소(IPGRI)-중국농업과학원

농업생물다양성

국제식품유전

연합연구중심,

국

제수도연구소(IRRI)-중국농업과학원 벼･쌀 품질과 영양 연합연구센터
등 국제연합실험실을 세웠다. 이외에 국제감자센터, 국제옥수수･소맥개
량센터, 국제수도연구소 등 국제농업 과학연구기구들이 중국에 연구개
발센터와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연합실험실과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자체
의 과학연구 혁신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성과
의 전환･확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중국의 농산업의 승급에 기초를 제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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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한 연합연구사업의 눈에 띠는 성과는 중국의 농업생산 효익
을 제고하였다. 10년 동안 중국은 여러 개의 중대한 연합연구사업에 의
거하여 세계적인 농업 과학기술 교류와 보급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농
업생산 효익 제고에 양호한 기초를 다졌다. 빌게이츠 기금회 과제, 국제
농업연구협상조직(CCIAR) 과제, 유럽연합 과제, 국제농업응용기술센터
(CABI) 과제, 국제 원자력에너지기구 과제 등 연합연구 사업을 통하여
지식, 기술, 자금을 도입하고 과학연구의 기술적 병목문제를 힘써 해결
함으로써 중국의 농업생산 효익을 효과적으로 제고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농업과학원과 빌게이츠 기금회는 “녹색 수퍼벼” 과제를 전개하여
아시아의 8개 국가(중국 포함)과 아프리카의 7개 국가에서 우량 수도품
종을 육성하고 시범 보급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지역의 수도작 생산량을
20% 제고하였고 적어도 2,000만 벼 재배농가에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3) 양자간 업무팀 구조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
여 세계의 농업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였다. 2002년 이래 중국은 중국･
일본, 중국･한국, 중국･태국, 중국･남아프리카, 중국･수단, 중국･독일,
중국･프랑스, 중국･미국, 중국･브라질, 중국･하사크스탄 등 양자간 협력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발굴하며 협
력을 촉진하였다. 10년 동안 각종 농업관련 국제협력에서 다자간, 양자
간의 프레임 혹은 실체적인 협의 156개를 체결하였고 농업연합위원회
혹은 업무팀 33개를 건립함으로써 협력동반자관계를 확장, 강화하였고
양자간 협력구조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교류를 전개하여 세계적인 농업
과학기술 교류 플랫폼을 진일보로 구축하고 세계적인 농업과학기술 협
력을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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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 식량안보에 크게 공헌하였고 책임지는 대국이미지를 수립
하였으며 중국의 농업관련 영역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 강화
10년 동안 인력자원개발, 기술교류 및 우량품종, 농기계와 농산물의
전시, 실험 및 보급을 통하여 개도국의 기술관리수준 제고, 농업생산의
발전, 식량안보의 증강에 도움을 주었고 개도국에 대한 중국농업의 영
향력을 크게 높였다.
(1) 농업의 국제원조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농업의 영향력을 끊
임없이 증강하였다. 2002년 이래 중국은 중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
틴아메리카의 100여 개 국가의 1만 명에 가까운 농업관리와 기술 인재
를 훈련시킴으로써 이들이 중국의 농업기술성과와 관리경험을 벤치마
킹하는 데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농업은 갈수록 중국의 외교적인
우세자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국과의 개도국의 협력 욕망이 갈수록 절
박해지고 있어 중국의 책임지는 대국형상을 진일보로 수립하고 국제관
계의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
2006년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회의에서 중국정부가 승낙
한 바와 같이 중국은 아프리카에 14개의 농업 대외원조 기술시범센터를
건립하였는데 이들의 성과가 높아 최근에 아프리카 농업기술시범센터 9
개를 새롭게 증설하기 위한 예비조사사업(표 1 참조)을 시작하였다. 또
한 파키스탄 등 아시아 5개 국가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위한 초보적인
탐색을 진행하였다. 부분적인 성･시와 중점 기업도 시범센터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였고 이 플랫폼을 빌어 각 성의 농업의 대외투자협력을
효과적으로 견인하였다. 일부 기업은 이미 외국에 농업생산기지를 건립
하고 재배, 가공, 물류 등 산업화경영을 전개함으로써 수혜국과 윈-윈
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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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따라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시범센터 건설 지점

제1차 대아프리카 원조
시범센터 소재 국가(14개)

잠비아, 탄자니아, 카메룬, 콩고(브라자빌), 르완다, 베냉, 토고, 라이
베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모잠비크, 우간다,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제2차 대아프리카 원조
시범센터 소재 국가(9개)

콩고(킨샤사), 모리타니(2개), 말리, 말라위,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리아

(2) 남남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었
다. 중국이 FAO에 의거하여 식량안보 특별계획 프레임 하에 전개한 “남
남협력” 등 구조는 다자 간과 양자 간 협력을 중시함으로써 남남협력의
성과를 내실있게 제고하였고 개도국의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였
다. 특히 2002년 이후 남남협력이 빠르게 발전하여 각계의 찬탄을 받았
고 수혜국으로부터도 보편적인 환영을 받았다. 2011년 연말까지 FAO의
“식량안보 특별계획”의 틀 하에 중국은 16개의 “남남협력” 과제를 수행
하였고 이 중 11개 과제가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5개가 실시 중이다. 중
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카리브해 등 지역의 21개 국가에 농
업전문가와 기술자 865명을 파견하여 농지수리, 농작물 생산, 축산과 수
산의 사육 및 양식,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농업기술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중 2002년 이후 실시한 남남협력 과제는 11개로 농업전
문가와 기술자 715명을 파견하였다. 이는 파견 총인원수의 82.7%를 차
지한다(도표 2).
남남협력 과제는 수혜국의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 농민소득 증대, 생
활조건 개선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 중 중국-탄자니아의 “남남협
력” 1기 과제가 FAO에서 “남남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고 몽고, 시
에라리온, 말리 등 국가에 파견된 원조인원은 대통령 혹은 총리의 접견
을 받았으며 중국 전문기술자의 업무정신과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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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몽고, 말라위 등 5개
과제는 최근에 농업기술 165항목을 보급하였고 214종의 신품종을 도입
하고 육성하였다. 과일, 채소, 옥수수, 벼 등 작물의 농작물 시험시범 생
산 단수가 현지 수준의 20~60% 정도 초과하였고 각종 훈련반을 137차
조직하였으며 훈련 대상자수가 9,530인차에 이르렀다.

표 2. 2002년 이래 중국이 FAO의 “식량안보 특별계획” 프레임하에 진행한 “남남협력” 과제 목록
과제 순번

수혜국

과제 기간(년)

중국 신탁기금 이용
여부

파견자 수(명)

1

나이지리아

2003~2007

이용 안함

496

2

남태평양 7개 국가

2004~2007

이용 안함

28

3

카리브 4개 국가

2005~2009

이용 안함

9

4

시에라리온

2007~2009

이용 안함

18

5

가봉

2007~2009

이용 안함

34

6

모리타니

2008~2008

이용 안함

1

7

나이지리아

2009~2012

이용 안함

56

8

몽고

2010~2012

이용

19

9

말라위

2011~2013

이용

18

10

말리

2011~2013

이용

17

11

시에라리온

2011~2013

이용

19

합계

715

(3) 국제적인 농업관련 업무에 깊이 참여하여 국제 식량･농업 업무에
서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중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농업연구협의단(CGIAR),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와 중･일･한(10+3), 상하이
협력조직 등 중요한 플랫폼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많은 국제 의정 혹은 활동에서 중요한 배역을 담당하였고 세계의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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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지역협력과 신흥경제체
의 협력에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동남아연합과
중･일･한의 쌀 긴급비축협정을 성공적으로 촉진하여 각 국의 정식 체결
을 이끌어냈으며 BRICs의 농업부장 회의를 주도하여 BRICs의 협력계획
등을 제정하였다.
(4) 국제 규칙을 숙련하게 활용하여 농업관련 표준 제정에 갈수록 많
이 참여하였다. 중국은 국제표준 제정의 참여에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은 WTO의 새로운 구성원에서 단판
의 핵심국인 G7 구성원으로 되었고 국제농업무역규칙 제정자의 하나가
되어 평등한 농업무역환경 조성에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현
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농약과 식품첨가제 두 개의 중
요한 분과 위원회의 수석을 담당하면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은 멜라민, 락토파민(Ractopamine), 엔도설판(endosulfan) 등 일련의 잔류
제한표준의 제정에 참여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공간과 양호한 환경을 실
속 있게 보호하였다.

2. 농업의 대외개방 경험 확대
10년 동안 중국 농업의 대외개방 사업이 이룬 성과는 정책 강화, 각급
지도자의 높은 관심, 지원수단의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 체계적인 협동심의 강화, 관련자 능력 강화 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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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의 올바른 정책과 지도자의 높은 관심은 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견실한 기초이다.
2002년 이래 정부의 업무보고, 전국 농업농촌경제발전의 “11･5”규획,
전국현대농업발전규획(2011~2015년),

중앙경제업무회의,

농촌업무회의

및 2004년 이래의 중앙 1호 문건 등은 모두 농업의 대외개방 수준을 제
고하고 농업의 국제협력 사업을 잘 추진할 것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
시하였다. 농산물 국제무역을 강화하고 농업영역의 과학기술협력을 증
진하며, 외국의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농업의
대외개방 수준과 질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업협력은 당과 국가
지도자의 해외방문의 주요 내용이 되었고, 고위급의 상호방문을 통해
당과 국가 지도자가 농업 국제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당의 정책
적인 지도와 당과 국가 지도자의 직접적인 추진, 각계의 관심과 공동 추
진을 통해 농업의 대외개방의 양호한 업무환경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강
화되었다.

2.2. 계획적인 유도 및 지원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02년 이래 정책연구, 규획제정을 통해 농업 대외개방의 지원수단을
계속적으로 다양화하고 개선하였다. 첫째, 정책연구와 전략적인 규획
제정을 강화하였다. 농업의 “대외로 나가기(走出去) 정책”, 다자간･양자
간 협력구조 건립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총괄적인 규획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대외 농업투자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업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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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대한 “11･5”, “12･5”규획의 출범은 모든 계통의 발전수요와 공통
된 인식을 응집함으로써 계통적인 발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둘
째, 농산물무역영역의 중대한 문제를 계통적으로 연구하였다. 산업의
손해를 막는 모니터링 경보체계를 점차 개선하였고 전문적인 평가 인
원, 평가보고제도, 재정보장정책 등 “3대 지주”를 세웠으며 업무 프로세
스, 모니터링 네트워크, 평가지표 등 “3대 플랫폼”을 수립하였다. 농업관
련 국제무역, 농산물 수출입전략, 다자 간･양자 간 무역 단판 등 중점적
인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추적연구를 진행하여 결책에 참고하도록 자료
를 제공하였다. 또 농업의 국제정보와 농산물의 국제 마케팅에 대한 공
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셋째, 금융지원
을 강화하였다. 부처와 금융기구의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농업의 대외
개방에 양호한 금융환경을 제공하였고 기업의 “대외로 나가기(走出去)”
정책의 실행에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하였다.

2.3. 프로세스 건설 강화와 체계적인 활력 증강은 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중국은 10년 동안 농업의 다자 간･양자 간 협력프로세스를 계속적으
로 최적화해왔다. 연합위원회 등 양자 간 협력구조하에 여러 개의 업무
팀을 설치하여 교류협력방식을 개선하고 농업의 양자 간 협력을 실속
있는 전개하였다. 지역의 농업협력구조를 구축하고 개선하여 중국의 다
자 간 협력과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하였다. 농업 국제협력시스템의
“한 판의 장기”에서 진일보로 강해졌고 내부교류구조가 끊임없이 혁신
되고 더욱 완비되었다. 농업부 국제협력계통의 업무교류회, 농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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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논단, 전국 농업국제협력 업무회의 등 회의 프로세스가 지속적으
로 개선되어 시스템 내부, 성과 부처 사이, 지역 간의 다각적인 교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부처는 해마다 전국적인 국제교류협력 교육,
남남협력을 위한 원조 전문가 영어 강화교육을 전개하였고 부분적인 성
에서 원조 전문가 기초영어 훈련을 전개하였다. 훈련 프레임이 갈수록
과학적이고 합리화되었고 국내의 외사관련 인원과 국외의 외교관 인원,
원조 전문가 인원 등 세 개 대오가 강대해졌다. 광범한 농업 국제협력
업무관련자가 중국의 농업정책, 산업발전, 시장수급, 가격 추세 등에 대
해 시종 지속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이해를 유지하면서 농업의 국제협
력과 대외개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과학적인 발전능력을 계속
적으로 제고하였다.

3. 중국농업 대외개방의 형세와 전망
현재 세계경제는 회복하기에 힘겨운 상황이고 총체적으로 여전히 금
융위기시대의 후기에 처해 있다. 각국은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갈수
록 중시하고 있고 식량과 농업은 세계의 발전 내용에서 핵심이 되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하여 세계경제의 일체화와 무역 자유와
의 요구와 도전에 맞서 현재의 형세를 잘 장악하고 중국 농업의 다자
간･양자 간 협력과 지역협력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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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업 대외개방의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국제형세
세계의 기아인구가 여전히 10억을 유지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형세가
매우 험준하다. 선진국은 중국시장을 개척하기를 희망하고 많은 개도국
은 중국의 발전경험과 실용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중국과 남남협력를 전
개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는 중국의 “들여오자(引进来)”, “대외로 나아
가자(走出去)” 정책 실현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째, 개도국
은 보편적으로 식량안보와 농업발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농업기술과 이념의 수출에 거대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둘째, 부분적인
선진국의 경제가 저조하여 중국이 세계에 대한 농업자원 배치능력과 중
국농업의 국제영향력을 제고하는 데에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중국 농업의 지속적이고 양호한 발전 형세는 중국 농업의 국제협력 업
무에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중국에 양호한 발전기회와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만 항상 명석한 두뇌
로 우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지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회복상황은 완만하고 무역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농산물무역의 형세가 험준하다. 둘째, 선진국들이 세계농업에
대한 전략을 재조정하여 중국을 시장개척 대상과 이윤 획득 목표로 삼
고 있다. 셋째, 자원 제약이 갈수록 심화되어 농업의 기초경쟁능력과 리
스크 대처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3.2. 농업 대외개방의 주요 임무
향후 일정기간 농업과 농촌 사업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고 국제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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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서의 책임 또한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의 발전 및
“국내로 들여오기(引进来)”, “해외로 나가기(走出去)” 정책의 통합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농산물 무역정책과 국내산업의 발전 정책의 통합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농업의 대외개방과 국내 산업 안전의 통합관리를 강화
해야 한다.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에 대한 서비스능력과 국내외 시장의
활용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두 가지 자원에 대한 개방능력을 높여야 하
고 국제상의 식량과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능력을 발전시켜야 한
다. 다방면으로 통합관리하고 중점을 명확히하며 다음 네 가지 임무 완
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농업의 무역발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여 농산물
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연구와 전략계획 제
정을 강화하고 농업관련 산업의 재해 모니터링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농
업의 국제정보와 농산물 국제 마케팅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WTO 체제하의 다자 간 무역
협상을 추진해야 하고, WTO의 무역정책 심의와 분쟁해결 업무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FAO 등 국제조직의 활동에 주동적으로 참
여하고, 국제 식량과 농업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 자
세를 보여줘야 하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세계의 자원배치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두 가지 자원”, “두
개 시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거시적인 지도와 정책지원을 강
화하며, 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농업의 국제교류와
협력관련 특수자금규모를 확대한다. 그리고 세관과 품질검사부문과의
소통과 협역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개방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
고 농업의 대외투자협력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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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자이용 업무를 더욱 잘 하여 농업의 “국내로 들여오기” 정책
실시의 질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현대농업의 발전수요에 따라 농업
의 외자이용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외국자금이 중서부 지역으
로 투자되게끔 인도해야 한다. 또 농업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강화하
고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를 촉진해야 한다. 농업관련 산업의 피해경보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강화하고 농업영역에서의 외국자금의 합병과
매입에 대한 심사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넷째, 국제농업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농산업 발전에 대한 과학
기술 지원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제농업의 과학기술협력을 적극적으
로 전개하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합실험실 혹은 연구센터 설치
를 추진하며 국제농업연구협상조직 등 국제 연구기구의 국내 파견기구
설치를 장려하고 과학자와 농업연구기관이 국제적인 중대한 과학계획
과 협력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이로써 중국 농업과학기술의 자주적인
혁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관련국가에 농업과학기술협
력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실용성이 큰 기술혁신사업을 조성하며 선진적
이고 실용적인 농업기술, 설비, 제품을 보급해야 한다.
새로운 형세는 농업 대외개방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농업현대화 건설이라는 중심목표와 국가외교의 큰 국면의 요구를 둘러
싸고 식량과 농업 영역의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농업무역의 건강한 발전
을 촉진해야 한다. “국내로 들여오기”, “해외 나가기” 정책을 적절히 결
부시켜 다자 간 또는 양자 간 농업실무협력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농업
대외개방의 질과 수준을 높이며 국제 농업관련 사업에서의 중국의 건설
적인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중국 농업･농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식량안보 수준의 제고에 더욱 크게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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