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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동향

○ 수출 : ’14년 8월누계 전년동기대비 3.8% 감소

○ 수입 : ’14년 8월누계 전년동기대비 9.0% 증가

○ 무역수지 : ’14년 8월누계 전년동기대비 적자폭 확대

(단위 : 백만불, %)

‘09년 ‘12년

‘13년 ‘14년 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145 236 242 2.8 151 -3.8

수 입 326 632 545 -13.8 407 9.0

무역수지 -181 -396 -302 적자폭 축소 -256 적자폭 확대

▣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동향 (‘14년 8월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 /최상위국)

○ 차(Tea)류     : [수출] 감소 / 중국 [수입] 증가 / 중국

○ 차(Tea) 조제품 : [수출] 감소 / 일본 [수입] 감소 / 미국

○ 커피          : [수출] 감소 / 중국 [수입] 증가 / 브라질

○ 커피 조제품   : [수출] 감소 / 중국 [수입] 감소 / 브라질

(단위 : 백만불, %)

주요 차(Tea)류 커피류

차(Tea)류 차(Tea) 조제품 커피 커피 조제품

수 출

금 액 8 9 2 131

전년동기
대비

-16.4 -18.1 -35.6 -0.7

국 가 중국 일본 중국 중국

수 입

금 액 10 19 334 45

전년동기
대비 29.4 -11.1 20.0 -32.8

국 가 중국 미국 브라질 브라질

-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동향 (요약) -

'14년 8월누계 수출 151백만불, 수입 407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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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145 163 249 236 242 2.8 151 -3.8

중 량 21 25 35 35 34 -3.2 21 -7.1

수 입
금 액 326 437 745 632 545 -13.8 407 9.0

중 량 109 121 135 120 127 5.5 96 16.0

무역수지 -181 -274 -495 -396 -302 적자폭 축소 -256 적자폭 확대

1.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동향1)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총괄

m [수 출] ‘13년 242백만불(2.8%↑), ‘14년(8월누계) 151백만불(3.8%↓)

— 수출은 ‘11년 최고치 기록 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

’14년(8월누계)에는 소폭 감소

m [수 입] ‘13년 545백만불(13.8%↓), ‘14년(8월누계) 407백만불(9.0%↑)

— 수입 역시 ‘11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수출과 달리 이후 지속 감소,

‘14년(8월누계)에는 증가

m [무역수지] ‘13년 302백만불 적자, ‘14년(8월누계) 256백만불 적자

— 수출입 모두 증가 추세이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수입에 

좌우, 수입 증가폭이 수출을 상회하여 적자폭은 ‘11년 최고치 기록 후 

축소 경향을 보였으나 ’14년(8월누계)에는 다시 확대

<표1>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천톤, %)

1) 본 동향분석은 관세청 통관 자료 및 무역통계(TRASS)를 기초로 품목별(HS CODE 10단위), 시기별(2007년~2014년) 

수출입 실적을 사용, “주요 차(Tea)류 및 커피”는 홍차, 녹차, 마테, 홍삼차, 인삼차, 차(Tea) 조제품(설탕, 레몬 포함), 

차(Tea) 조제품(볶은 치커리 포함), 차(Tea) 조제품(곡류 포함), 차(Tea) 조제품(기타), 생두, 원두, 커피 조제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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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차
(Tea)

수 출
금 액 8 10 11 13 15 12.5 8 -16.4

중 량 2 1 1 1 1 -3.1 1 -12.0

수 입
금 액 3 5 7 9 12 31.2 10 29.4

중 량 0 1 1 1 1 30.7 1 -3.8

무역수지 5 6 4 4 3 흑자폭 축소 -2 적자 전환

차
(Tea)
조제품

수 출
금 액 4 7 13 18 18 0.2 9 -18.1

중 량 1 1 2 5 3 -35.6 2 -3.0

수 입
금 액 12 16 20 26 31 19.9 19 -11.1

중 량 3 3 4 5 5 13.7 3 -8.2

무역수지 -8 -9 -7 -8 -13 적자폭 확대 -10 적자폭 축소

합계 수 출
금 액 12 17 24 31 33 5.5 17 -17.3

중 량 3 3 3 6 4 -30.1 2 -5.2

 주요 차(Tea)․커피별 수출입 동향 (‘14년 8월누계 기준)

m [주요 차(Tea)류] 수출 17백만불(17.3%↓), 수입 28백만불(0.5%↓)

— 수출은 지속 증가하여 ‘13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감소, ‘13년 중량은 감소했으나 단가 상승 영향으로 최고치 기록

․차(Tea)․차(Tea) 조제품 수출이 모두 증가, 특히 차(Tea) 조제품 수출 

비중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11년부터 차(Tea)를 추월하였으며 주요 

차(Tea)류 수출 증가를 견인

— 수입 역시 지속 증가하여 ‘13년 최고치를 달성하며 수출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수출 증가가 ’13년부터 가시적으로 둔화된 것과는 다르게 수입은 

이전 증가율을 유지하며 ’14년(8월누계)에만 감소

․차(Tea) 조제품 수입 비중이 70%대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Tea)․차(Tea)

조제품 모두 꾸준히 증가

<표2> 주요 차(Tea)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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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합계
수 입

금 액 16 21 27 34 42 22.8 28 -0.5

중 량 3 4 5 6 7 16.6 4 -7.4

무역수지 -3 -3 -3 -4 -10 적자폭 확대 -11 적자폭 확대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커피

수 출
금 액 5 15 30 13 6 -53.1 2 -35.6

중 량 1 4 7 2 1 -52.5 0 -64.1

수 입
금 액 276 372 619 477 415 -13.0 334 20.0

중 량 100 112 122 106 113 7.2 88 20.4

무역수지 -272 -357 -588 -464 -409 적자폭 감소 -332 적자폭 확대

커피
조제품

수 출
금 액 128 130 195 192 204 6.2 131 -0.7

중 량 17 18 25 27 29 6.5 18 -5.4

수 입
금 액 35 44 99 120 87 -27.7 45 -32.8

중 량 5 6 8 9 7 -21.8 4 -24.9

m [커피류] 수출 134백만불(1.7%↓), 수입 379백만불(9.8%↑)

— 수출은 증가하여 ‘11년 최고치 기록 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14년(8월

누계)에도 소폭 감소

․커피류 수출은 커피 조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커피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수입은 증가하여 ‘11년 최고치 기록 후 단가 하락으로 감소하였으나 

‘14년(8월누계)에 재증가

․수입은 수출과 달리 커피(생두․원두) 비중이 대부분(80%이상)을 차지

하여 커피류 수입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커피 조제품 수입도 

증가 추세

<표3> 커피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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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커피
조제품

무역수지 94 86 96 72 117 흑자폭 확대 87 흑자폭 확대

합계

수 출
금 액 133 145 225 205 210 2.4 134 -1.7

중 량 18 22 32 30 30 2.0 18 -7.3

수 입
금 액 311 416 717 597 502 -15.9 379 9.8

중 량 105 117 130 115 120 5.0 92 17.4

무역수지 -178 -271 -492 -393 -293 적자폭 축소 -245 적자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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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추이

m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증감률

— (전체 수출입 증감률) ‘14년 8월누계 기준 주요 차(Tea)류 : 수출입↓,

커피류 : 수입↑

․수출은 주요 차(Tea)류가 계속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되다 ‘14년(8월

누계)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 한편 커피류는 ’11~‘12년2)을 제외

하면 대체적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다 ‘14년(8월누계)에는 소폭 감소

․수입 증감률을 보면 주요 차(Tea)류는 지속적으로 증가(전년대비 20%이상)

하였으나 ‘14년(8월누계)에는 전년동기수준에 머물렀으며, 커피류는 ‘13년에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반등하여 전년동기대비 증가

<그림1>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금액 증감률

수출

수입

2) ‘11년 : 전년대비 급증, ’12년 :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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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수출 증감률) ‘14년 8월누계 기준 증가 : 차(Tea) 조제품(곡류․

볶은 치커리)․홍차․원두, 감소 : 차(Tea) 조제품(설탕․레몬)․생두

․수출 비중이 높은 차(Tea) 조제품(볶은 치커리)은 ‘13년에 전년대비 감소

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증가, 한편 홍차와 원두 수출 비중은 높지는 

않으나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반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피 조제품과 차(Tea) 조제품(설탕․

레몬)은 ‘13년 증가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감소, 한편 생두는 ‘13년 

이후 지속 감소

<그림2> 주요 차(Tea) 및 커피류 품목별 수출 증감률(‘13년 이후)

주요 

차(Tea)

류

커피류

— (품목별 수입 증감률) ‘14년 8월누계 기준 증가 : 홍차․차(Tea) 조제품

(볶은 치커리)․생두, 감소 : 차(Tea) 조제품(설탕․레몬, 기타)․커피 조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생두는 ‘13년에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14년(8월누계)

에는 증가, 한편 홍차와 차(Tea) 조제품(볶은 치커리)은 수입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14년(8월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가가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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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Tea)

류

커피류

․반면, 커피 조제품은 ‘13년, ‘14년(8월누계)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가 

뚜렷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 차(Tea) 조제품(설탕․레몬) 역시 ’13년,

‘14년(8월누계)에 모두 감소

<그림3> 주요 차(Tea) 및 커피류 품목별 수입 증감률(‘13년 이후)

m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비중

— (전체 수출입 비중) 수출 : 커피 조제품↑, 수입 : 커피↑

․수출의 경우 비중이 가장 높은 커피 조제품 수출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14년(8월누계) 수출 비중은 거의 90%에 도달

․수입의 경우 비중 증가를 보이던 커피 조제품은 ‘13년부터 감소한 대신 

커피 비중은 증가하여 ’14년(8월누계)에 80%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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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3년 ‘14년(8월누계)

주요 

차(Tea)

류

<그림4> 주요 차(Tea)류 및 커피 수출입 금액 비중

수출

수입

— (품목별 수출 비중) 상위 품목 : 차(Tea) 조제품(볶은 치커리), 커피 조제품

․주요 차(Tea)류는 인삼차․녹차 수출 비중이 높았으나 감소하는 반면,

차(Tea) 조제품(볶은 치커리, 설탕․레몬)은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그림5> 주요 차(Tea) 및 커피류 품목별 수출 금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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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3년 ‘14년(8월누계)

주요 

차(Tea)

류

‘09년 ‘13년 ‘14년(8월누계)

커피류

․커피류는 주요 수출 품목인 커피 조제품의 수출 집중이 더욱 심화

— (품목별 수입 비중) 상위 품목 : 차(Tea) 조제품(기타), 생두

․주요 차(Tea)류는 차(Tea) 조제품(기타)과 홍차 수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비중이 낮았던 마테 비중이 가시적으로 증가한 반면, 차(Tea) 조제품(설탕․

레몬) 비중은 감소

<그림6> 주요 차(Tea) 및 커피류 품목별 수입 금액 비중

․커피류는 생두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13년에는 감소하여 

70%를 하회했으나 ‘14년(8월누계) 재증가로 71.6%를 차지하여 원두와 

커피 조제품 비중 감소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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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증감액

수지 

개선

흑자

확대

커피 조제품 93,580 86,027 96,382 71,526 116,686 86,501 20,856

차 조제품(볶은 치커리) 421 22 3,311 2,429 1,459 1,057 704

홍삼차 1,857 3,318 5,042 4,113 4,855 2,505 14

적자

축소

원두 -39,032 -51,788 -89,509 -90,484 -95,692 -60,798 2,833

마테 -107 -657 -651 -957 -1,896 -840 624

차 조제품(기타) -3,355 -3,390 -3,286 -5,812 -12,157 -8,129 396

‘09년 ‘13년 ‘14년(8월누계)

커피류

m 주요 차(Tea) 및 커피류 무역수지 동향

— 홍삼차․원두는 수출 증가, 커피 조제품․차(Tea) 조제품(기타)은 수입 

감소로 인해 무역수지 개선

․커피 조제품 수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하여 흑자 

확대, 차(Tea) 조제품(볶은 치커리)․마테 수출은 크지 않지만 증가폭의 

가시적 확대로 무역수지 개선

— 생두․인삼차는 수출 감소, 녹차․차(Tea) 조제품(곡류)은 수출 정체 및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

․수출입 모두 감소세이나 수출 감소폭이 수입보다 큰 생두와, 수출입 모두 

증가세이나 수입 증가폭이 수출보다 큰 홍차가, 가시적으로 적자 확대

<표4> 주요 차(Tea) 및 커피류 품목별 무역수지 동향(‘14년 8월누계 기준)

(단위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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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증감액

수지 

악화

흑자

축소

인삼차 2,740 2,698 2,764 3,421 3,085 1,956 -74

녹차 2,042 2,176 1,506 3,591 3,222 978 -1,716

적자전환 차 조제품(곡류) -461 1,659 1,385 260 158 -94 -193

적자

확대

차 조제품(설탕,레몬) -4,311 -6,998 -8,594 -4,909 -2,547 -2,404 -584

홍차 -2,005 -1,939 -4,766 -5,729 -5,944 -6,221 -2,636

생두 -232,643 -304,916 -498,942 -373,640 -313,527 -270,767 -59,776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증감률

수출
주요 차(Tea)류 12,393 17,460 23,882 30,902 32,600 17,248 -17.3

커피류 132,741 145,303 225,320 204,721 209,705 133,501 -1.7

m 주요 차(Tea) 및 커피류 기기 수출입 추이

— (수출) ‘13년 25백만불(38.1%↑), ’14년(8월누계) 33백만불(175.6%↑)

․차(Tea) 및 커피류 기기 수출은 증가하여 ‘13년 최고치 기록 후, ’14년

(8월누계)에도 지속 증가

․로스터기 수출 급증이 차(Tea) 및 커피류 기기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14년(8월누계)에도 차(Tea) 및 커피류 기기 중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 또한 커피․티 세트도 ‘13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4년(8월

누계)에는 소폭 감소

— (수입) ‘13년 142백만불(6.1%↑), ’14년(8월누계) 98백만불(8.0%↑)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13년 최고치 기록 후, ’14년(8월누계)에도 

지속 증가

․커피 분쇄기와 로스터기 수입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커피 

분쇄기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14년(8월누계)에도 차(Tea) 및 커피류 

기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표5> 주요 차(Tea) 및 커피류 기기 연도별 수출입 금액 동향
(단위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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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증감률

수출

차(Tea) 및 커피류 기기 9,580 12,132 18,792 18,336 25,316 32,623 175.6

커피․티세트 683 852 818 913 1,339 917 -6.7

커피 분쇄기 571 515 844 252 550 234 -57.1

로스터기 6,971 7,651 14,466 13,952 20,401 29,701 250.1

커피․차 끓이는 기기 1,355 3,114 2,665 3,220 3,025 1,771 -3.0

수입

주요 차(Tea)류 15,573 20,571 27,170 34,496 42,365 28,439 -0.5

커피류 310,836 415,979 717,389 597,319 502,237 378,565 9.8

차(Tea) 및 커피류 기기 53,020 67,258 114,838 133,551 141,663 97,651 8.0

커피․티세트 4,454 4,411 8,804 13,672 13,034 9,314 9.6

커피 분쇄기 926 2,083 5,658 6,260 7,703 7,380 44.8

로스터기 27,560 27,959 44,497 59,241 71,618 49,165 4.3

커피․차 끓이는 기기 20,080 32,806 55,879 54,378 49,308 31,792 7.2

m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거래구분과 수입 관세

— (거래구분) 대부분 일반형태의 수출입이나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증가세

․수출은 전자상거래가 ’12년부터 시작되어 주요 차(Tea)류에서는 녹차 

비중이 높았으나 ‘13년 이후 차(Tea) 조제품(볶은 치커리) 비중이 높아

지며 ’14년(8월누계)에는 대부분을 차지, 한편 커피류에서는 커피 조제

품이 ’14년(8월누계)부터 전자상거래 시작

* 전자상거래 수출 비중(%)

- 주요 차(Tea)류 : 0.00(’12)→0.04(’13)→0.12(’14.8월누계)

- 커피류 : 0.0(’14.8월누계)

․수입 역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차(Tea)류에서는 ‘11년에 

홍차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차(Tea) 조제품(기타) 비중이 증가, 또한 

커피류에서는 커피 조제품 비중이 계속 높은 가운데 원두 비중이 증가

했으나 ’12년 이후 감소

* 전자상거래 수입 비중(%)

- 주요 차(Tea)류 : 0.5(’09)→0.6(’10)→2.0(’11)→6.1(’12)→9.6(’13)→14.7(’14.8월누계)

- 커피류 : 0.0(’09)→0.1(’10)→0.2(’11)→0.6(’12)→1.5(’13)→2.6(’14.8월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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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Tea)류 커피류

‘09년 ‘12년 ‘13년
‘14년

(8월누계) ‘09년 ‘12년 ‘13년
‘14년

(8월누계)

기본세율 85.9 65.9 48.7 57.6 52.0 58.3 50.0 57.0

WTO협정세율 0.5 0.3 0.3 0.3 0.0 0.0 0.0 0.0

농림축산물양허관세* 0.5 0.8 1.9 1.9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8.7 12.1 9.8 14.7 0.6 0.2 0.6 0.1

최빈국특혜관세 0.7 3.2 4.7 7.3

할당관세* 22.6 0.3

FTA

한-미 8.3 16.7 11.0 4.5 7.9 6.4

한-EU 3.1 1.7 2.3 8.1 7.5 5.1

한-EFTA 3.0 7.9 15.8 11.1 1.5 2.9 4.1 2.2

한-아세안 0.3 0.2 0.3 0.4 22.6 15.5 17.4 14.6

한-싱가포르 0.7 4.4 0.0 0.0

한-페루 6.5 7.4 5.3

기타* 1.1 1.3 0.4 0.7 0.4 0.4 2.0

— (수입관세) 대부분 기본세율로 수입하는 가운데 품목별 수입 대상국에 

따라 FTA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입

․주요 차(Tea)류는 아시아 태평양 협정세율을 활용하여 홍차를 다량 수입,

FTA 체결국 중 미국․EFTA와의 FTA 협정세율 활용이 높은 가운데 

미국으로부터는 차(Tea) 조제품(설탕․레몬), EFTA로부터는 차(Tea)

조제품(기타)을 다량 수입

․커피류는 FTA를 활용하여 40%에 가깝게 수입하고, FTA 체결국 중 

아세안․미국․EU․페루와의 FTA 협정세율 활용이 높은 가운데 아세안과 

페루로부터는 생두, 미국과 EU로부터는 원두를 다량 수입

<표6>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입 관세 추이
(단위 : %)

* 농림축산물양허관세, 할당관세는 추천, 미추천 모두 포함,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은 일반, 녹차, 누에고치 세율임, FTA 기타는 칠레, 인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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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반여건과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출입 동향

m 주요 차(Tea) 및 커피류 국내 생산과 수출 동향

— 주요 차(Tea)류의 국내 생산과 수출은 모두 증가, 커피류는 수출이 주춤

․주요 차(Tea)류 국내 생산은 ‘12년에도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출 역시 동반 증가하여 ’13년 최고치 기록

․커피류 역시 국내 생산이 ‘12년에도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수출은 ’11년 최고치 기록 후 소폭 감소하며 정체 지속

<그림7> 주요 차(Tea) 및 커피류 국내 생산과 수출 동향

주요 

차(Tea)

류

커피류

[위 표의 국내 생산은 식약청 자료 인용,‘12년 이후 자료 없음]

m 주요 차(Tea)류 주요 소비국과 수출국 및 커피류 주요 생산국과 수입국

— 주요 차(Tea)류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대상국은 일본․중국․

미국이며 이는 세계 차 소비시장 상위국과 일치, 한편 세계 차 소비시장 

2위국인 러시아로의 수출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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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Tea)류 커피류

시장 

상위국

‘13년 ‘14년(8월누계) 주요 

생산국

‘13년 ‘14년(8월누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일본 41.8 일본 27.0 브라질 브라질 18.2 브라질 15.6

2 러시아 중국 14.9 중국 21.4 베트남 베트남 14.9 콜롬비아 13.4

3 일본 미국 12.1 미국 14.5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11.3 베트남 12.1

4 미국 싱가포르 7.6 홍콩 6.8 콜롬비아 미국 9.4 미국 8.0

5 독일 대만 4.1 대만 4.9 에티오피아 페루 7.4 온두라스 7.6

— 커피류 수입을 보면 수입 상위 3국인 브라질․콜롬비아․베트남은 세계 

커피 생산 상위국과 일치, 한편 세계 커피 생산 3위국인 인도네시아로

부터의 수입은 미미

<표7> 주요 차(Tea)류 소비 상위국과 수출 상위국 및 커피류 생산 상위국과 수입 상위국

(단위 : %)

[위 표의 차(Tea)류 시장 상위국(‘13년기준)은 유로모니터 자료, 커피 주요 생산국(‘13년기준)은 IOC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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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1,215 2,099 983 1,904 2,904 52.5 2,029 18.1

중 량 427 281 191 465 408 -12.2 234 4.2

수 입
금 액 3,220 4,038 5,749 7,633 8,848 15.9 8,250 55.6

중 량 433 561 635 681 783 15.0 614 37.6

무역수지 -2,005 -1,939 -4,766 -5,729 -5,944 적자폭 확대 -6,221 적자폭 확대

2. 주요 차(Tea) 및 커피류 품목별 ․ 국가별 수출입 동향

 주요 차(Tea)류(조제품 포함)

m 홍차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2,904천불(52.5%↑), ‘14년(8월누계) 2,029천불(18.1%↑)

[수 입] ‘13년 8,848천불(15.9%↑), ‘14년(8월누계) 8,250천불(55.6%↑)

․수입 중심 품목3)인 홍차의 경우, 수출은 단가 상승 영향으로 증가하여 

’13년 최고치 기록 후 ‘14년(8월누계)에도 지속 증가, 수입은 지속 증가

하여 ‘13년 최고치 기록 후 ’14년(8월누계)에도 증가

<표8> 홍차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중국(57.9%), 미국(18.7%), 홍콩(9.1%)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중국(43.0%), 스리랑카(12.4%), 인도(11.0%)

․수출 최상위국은 과거 미국이었으나 중국이 비중을 높이며 ‘12년부터 

최상위국을 차지하여 ’14년(8월누계)에는 과반을 상회, 수입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최상위국을 차지

3) 품목의 전체 수출입 중 수입 비중이 70%이상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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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미국 36.7 중국 36.6 중국 48.7 중국 57.9

2위 일본 16.9 일본 34.3 미국 20.8 미국 18.7

3위 중국 12.2 미국 12.1 일본 13.2 홍콩 9.1

수 입

1위 중국 27.4 중국 42.8 중국 39.2 중국 43.0

2위 미국 17.2 스리랑카 13.6 스리랑카 13.8 스리랑카 12.4

3위 스리랑카 14.4 미국 12.1 인도 11.3 인도 11.0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2,111 2,299 1,687 3,893 4,115 5.7 1,568 -53.2

중 량 777 427 317 105 150 43.3 65 -38.3

수 입
금 액 69 124 181 302 893 195.2 590 -10.2

중 량 15 25 17 19 34 84.6 27 17.4

무역수지 2,042 2,176 1,506 3,591 3,222 흑자폭 축소 978 흑자폭 축소

<표9> 홍차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m 녹차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4,115천불(5.7%↑), ‘14년(8월누계) 1,568천불(53.2%↓)

[수 입] ‘13년 893천불(195.2%↑), ‘14년(8월누계) 590천불(10.2%↓)

․수출 중심 품목4)인 녹차의 경우, 수출입 모두 단가 급등으로 인해 ‘12년 

급증 후 ’13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감소

<표10> 녹차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독일(23.3%), 네덜란드(15.8%), 미국(15.0%)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싱가포르(61.0%), 중국(18.9%), 미국(6.5%)

4) 품목의 전체 수출입 중 수출 비중이 70%이상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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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일본 40.8 영국 33.5 싱가포르 45.8 독일 23.3

2위 미국 28.3 싱가포르 15.5 미국 17.4 네덜란드 15.8

3위 홍콩 19.7 미국 11.2 일본 6.9 미국 15.0

수 입

1위 미국 47.2 일본 33.3 싱가포르 64.2 싱가포르 61.0

2위 일본 32.8 미국 29.4 중국 13.6 중국 18.9

3위 중국 5.3 중국 15.2 일본 6.7 미국 6.5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 4 25 12 57 369.6 2 -97.0

중 량 - 0.1 0.1 0.0 4 23,786.9 0.0 -99.3

수 입
금 액 107 661 675 969 1,953 101.6 842 -44.7

중 량 47 198 180 266 446 67.6 127 -61.5

․수출 대상국은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상위 

3국에 포함,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과 일본이었으나 최근 싱가포르가 

최상위국에 안착

<표11> 녹차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m 마테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57천불(369.6%↑), ‘14년(8월누계) 2천불(97.0%↓)

[수 입] ‘13년 1,953천불(101.6%↑), ‘14년(8월누계) 842천불(44.7%↓)

․수입 중심 품목인 마테의 경우, 수출은 최근 급증을 보이며 ‘13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대폭 감소, 수입은 증가하여 ‘13년 최고치 

기록 후 ’14년(8월누계)에는 감소

<표12> 마테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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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카자흐 100.0 대만 93.5 싱가포르 57.6

2위 일본 5.7 캐나다 42.4

3위 미국 0.8

수 입

1위 아르헨티나 89.5 아르헨티나 91.2 아르헨티나 65.6 아르헨티나 55.3

2위 파라과이 9.7 파라과이 5.1 일본 23.7 일본 39.1

3위 일본 0.3 우루과이 2.0 브라질 9.2 파라과이 2.9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무역수지 -107 -657 -651 -957 -1,896 적자폭 확대 -840 적자폭 축소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싱가포르(57.6%), 캐나다(42.4%)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아르헨티나(55.3%), 일본(39.1%), 파라과이(2.9%)

․수출은 미미하여 대상국이 불규칙적, 수입은 최상위국인 아르헨티나 

비중이 ‘12년까지는 약 90%를 차지했으나 이후 50%대까지 감소

<표13> 마테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m 홍삼차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4,856천불(17.9%↑), ‘14년(8월누계) 2,506천불(0.6%↑)

[수 입] ‘13년 5백불(91.7%↓), ‘14년(8월누계) 1천불(501.3%↑)

․수출 중심 품목인 홍삼차의 경우, 수출은 단가가 지속 상승 중인 가운데 

‘11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4년(8월누계)에는 전년동기수준 유지, 수입은 

미미하며 불규칙적인 가운데 ‘11년에는 급증하여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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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일본 26.8 일본 39.9 일본 40.6 일본 39.6

2위 베트남 19.8 미국 16.1 중국 18.7 미국 19.9

3위 미국 14.9 대만 9.3 대만 12.1 대만 13.7

수 입

1위 홍콩 72.5 일본 100.0 캐나다 87.3 미국 82.2

2위 중국 26.6 미국 0.0 미국 11.4 캐나다 14.9

3위 미국 0.7 호주 1.3 중국 2.9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1,874 3,319 5,141 4,118 4,856 17.9 2,506 0.6

중 량 157 260 327 206 207 0.3 81 -39.8

수 입
금 액 17 0.3 99 5 0.5 -91.7 1 501.3

중 량 1 0.0 2 0.1 0.0 -80.0 0.0 163.6

무역수지 1,857 3,318 5,042 4,113 4,855 흑자폭 확대 2,505 흑자폭 확대

<표14> 홍삼차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일본(39.6%), 미국(19.9%), 대만(13.7%)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82.2%), 캐나다(14.9%), 중국(2.9%)

․수출은 일본이 계속 최상위국을 차지, 수입은 미미하며 불규칙하여 주요 

대상국이 일정치 않음

<표15> 홍삼차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m 인삼차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3,085천불(9.9%↓), ‘14년(8월누계) 1,957천불(3.6%↓)

[수 입] ‘13년 5백불(89.2%↓), ‘14년(8월누계) 3백불(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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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일본 15.4 일본 17.8 미국 22.9 미국 25.0

2위 미국 13.7 미국 17.4 일본 16.8 일본 11.6

3위 캐나다 8.1 홍콩 7.8 홍콩 9.2 베트남 8.6

수 입

1위 캐나다 40.4 인도네시아 99.6 중국 45.8 미국 38.6

2위 중국 36.9 베트남 0.4 대만 26.4 일본 24.8

3위 인도 12.5 캐나다 15.6 대만 22.9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2,742 2,698 2,768 3,426 3,085 -9.9 1,957 -3.6

중 량 222 248 166 202 179 -11.4 137 14.5

수 입
금 액 2 0.6 4 5 0.5 -89.2 0.3 60.2

중 량 0.1 0.1 0.1 0.9 0.0 -98.0 0.0 157.1

무역수지 2,740 2,698 2,764 3,421 3,085 흑자폭 축소 1,956 흑자폭 축소

․수출 중심 품목인 인삼차의 경우, 수출은 ‘12년 최고치 기록 후 지속 

감소, 수입은 미미하며 불규칙적인 가운데 ’12년 최고치 기록

<표16> 인삼차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25.0%), 일본(11.6%), 베트남(8.6%)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38.6%), 일본(24.8%), 대만(22.9%)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으로 미국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최근 

최상위국을 지속 유지, 수입은 미미하며 불규칙하여 대상국이 일정치 

않음

<표17> 인삼차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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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390 724 1,191 7,304 8,159 11.7 2,349 -57.5

중 량 85 198 274 1,078 1,260 16.9 450 -45.6

수 입
금 액 4,701 7,722 9,785 12,212 10,706 -12.3 4,753 -35.3

중 량 332 616 979 962 832 -13.5 565 -14.1

무역수지 -4,311 -6,998 -8,594 -4,909 -2,547 적자폭 축소 -2,404 적자폭 확대

m 차(Tea)류 조제품

‣ 설탕․레몬 포함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8,159천불(11.7%↑), ‘14년(8월누계) 2,349천불(57.5%↓)

[수 입] ‘13년 10,706천불(12.3%↓), ‘14년(8월누계) 4,753천불(35.3%↓)

․차(tea)류 조제품(설탕, 레몬을 포함)은 과거 수출입 중 수입 비중이 

90%를 상회하였으나 수출 비중이 증가 추세, 특히 ‘12년 급증 후 

’1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감소, 수입은 ’12년 

최고치 기록 후 지속 감소

<표18> 차(Tea)류 조제품(설탕, 레몬을 포함)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일본(58.1%), 중국(24.7%), 대만(4.0%)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76.8%), 일본(15.8%), 대만(2.6%)

․수출은 과거 중화권이 주요 대상국이었으나 일본 비중이 급증하며 

‘12년부터 일본이 최상위국을 차지, 수입은 미국이 비중을 높이며 

계속 최상위국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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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싱가포르 40.0 일본 87.6 일본 88.9 일본 58.1

2위 중국 36.2 몽골 3.4 중국 4.4 중국 24.7

3위 앙골라 9.5 미국 2.8 싱가포르 1.3 대만 4.0

수 입

1위 미국 48.4 미국 73.3 미국 68.4 미국 76.8

2위 일본 44.3 싱가포르 14.2 싱가포르 17.4 일본 15.8

3위 아일랜드 6.2 일본 10.4 일본 10.7 대만 2.6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2,162 1,878 6,389 6,097 5,401 -11.4 4,206 40.3

중 량 480 493 803 2,782 1,334 -52.1 1,073 46.4

수 입
금 액 1,741 1,856 3,077 3,668 3,942 7.5 3,149 19.1

중 량 2,146 1,997 2,549 3,264 3,866 18.4 2,409 -7.3

무역수지 421 22 3,311 2,429 1,459 흑자폭 축소 1,057 흑자폭 확대

<표19> 차(Tea)류 조제품(설탕, 레몬을 포함)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 볶은 치커리 등을 포함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5,401천불(11.4%↓), ‘14년(8월누계) 4,206천불(40.3%↑)

[수 입] ‘13년 3,942천불(7.5%↑), ‘14년(8월누계) 3,149천불(19.1%↑)

․차(Tea)류 조제품(볶은 치커리 등을 포함) 수출은 수입을 상회하는 

가운데 ‘11년 급증하여 최고치 기록 후 감소하였으나 ’14년(8월누계)에는 

증가, 수입은 증가하여 ‘13년 최고치 기록 후 ’14년(8월누계)에도 지속 증가

<표20> 차(Tea)류 조제품(볶은 치커리 등을 포함)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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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일본 34.3 일본 63.4 일본 44.6 일본 35.5

2위 중국 28.3 미국 12.7 미국 15.8 중국 21.8

3위 미국 15.5 대만 7.1 중국 14.5 미국 11.7

수 입

1위 중국 90.3 중국 91.6 중국 94.5 중국 97.1

2위 일본 5.2 이탈리아 4.6 이탈리아 2.5 이탈리아 1.3

3위 이탈리아 1.6 일본 2.2 일본 2.0 일본 1.0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일본(35.5%), 중국(21.8%), 미국(11.7%)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중국(97.1%), 이탈리아(1.3%), 일본(1.0%)

․수출 최상위국은 계속 일본이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차상

위국을 두고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중국이 비중 90%를 

상회하며 계속 최상위국을 차지

<표21> 차(Tea)류 조제품(볶은 치커리 등을 포함)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 곡류 포함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895천불(28.1%↓), ‘14년(8월누계) 900천불(46.7%↑)

[수 입] ‘13년 736천불(25.3%↓), ‘14년(8월누계) 994천불(93.1%↑)

․차(Tea)류 조제품(곡류를 포함)은 수출이 우세하던 ‘10년 수출입 격차는 

166만불에 달했으나 수출 감소․수입 증가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어 ’13

년에는 16만불에 그침

․수출은 ‘11년 최고치 기록 후 감소, ’14년(8월누계)에는 증가, 수입은 

‘12년 최고치 기록 후 ’14년(8월누계)에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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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중국 49.5 일본 40.6 중국 38.6 중국 40.7

2위 미국 22.9 중국 31.8 일본 18.3 일본 20.6

3위 벨기에 8.8 몽골 10.0 몽골 7.9 몽골 11.8

수 입

1위 미국 49.7 미국 91.9 미국 82.7 미국 84.1

2위 중국 40.9 일본 2.6 일본 3.9 독일 4.8

3위 일본 5.2 영국 1.4 영국 2.7 영국 2.1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263 2,081 1,970 1,245 895 -28.1 900 46.7

중 량 36 286 256 385 84 -78.2 78 20.6

수 입
금 액 724 423 584 985 736 -25.3 994 93.1

중 량 111 10 49 36 29 -19.3 41 97.2

무역수지 -461 1,659 1,385 260 158 흑자폭 축소 -94 적자 전환

<표22> 차(Tea)류 조제품(곡류를 포함)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중국(40.7%), 일본(20.6%), 몽골(11.8%)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84.1%), 독일(4.8%), 영국(2.1%)

․수출은 과거 미국이 차상위국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12년부터는 상위

3국을 모두 아시아 국가가 차지, 수입은 최상위국인 미국과 함께 중국․

일본 수입이 많았으나 ’12년부터 미국 수입이 대부분

<표23> 차(Tea)류 조제품(곡류룰 포함)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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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일본 18.4 미국 25.4 중국 23.0 미국 19.2

2위 중국 18.1 중국 15.5 일본 20.9 홍콩 17.9

3위 미국 17.0 일본 12.4 미국 16.9 일본 13.4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1,637 2,357 3,729 2,903 3,128 7.7 1,731 -16.3

중 량 343 358 459 538 405 -24.8 235 -12.4

수 입
금 액 4,992 5,747 7,015 8,715 15,285 75.4 9,860 -6.9

중 량 226 246 288 357 524 46.8 348 -10.7

무역수지 -3,355 -3,390 -3,286 -5,812 -12,157 적자폭 확대 -8,129 적자폭 축소

‣ 기타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3,128천불(7.7%↑), ‘14년(8월누계) 1,731천불(16.3%↓)

[수 입] ‘13년 15,285천불(75.4%↑), ‘14년(8월누계) 9,860천불(6.9%↓)

․수입 중심 품목인 차(Tea)류 조제품(기타)의 경우, 수출․수입이 각각 

‘11년․’13년에 최고치 기록 후 ’14년(8월누계)에는 감소

<표24> 차(Tea)류 조제품(기타)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19.2%), 홍콩(17.9%), 일본(13.4%)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33.6%), 스위스(32.1%), 중국(13.8%)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일․중인 가운데 ‘14년(8월누계)에는 홍콩 비중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며 차상위국에 안착, 수입은 과거 비중이 높았던 일본은 

감소한 반면 스위스는 증가하여 스위스가 미국과 함께 최․차상위국을 차지

<표25> 차(Tea)류 조제품(기타)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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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입

1위 일본 41.0 스위스 31.3 스위스 43.8 미국 33.6

2위 미국 25.9 미국 22.0 미국 26.1 스위스 32.1

3위 중국 14.8 중국 10.5 중국 9.8 중국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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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1,392 11,155 29,147 11,491 4,215 -63.3 341 -87.4

중 량 538 3,646 6,991 2,098 894 -57.4 87 -84.5

수 입
금 액 234,035 316,070 528,089 385,131 317,742 -17.5 271,108 26.9

중 량 96,928 107,152 116,396 100,228 107,113 6.9 83,254 20.9

무역수지 -232,643 -304,916 -498,942 -373,640 -313,527 적자폭 축소 -270,767 적자폭 확대

 커피류(조제품 포함)

m 생두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4,215천불(63.3%↓), ‘14년(8월누계) 341천불(87.4%↓)

[수 입] ‘13년 317,742천불(17.5%↓), ‘14년(8월누계) 271,108천불(26.9%↑)

․수입 중심 품목인 생두의 경우, 수출은 ‘11년 급증하여 최고치 기록 

후 감소, 수입은 단가가 가장 높았던 ’11년 최고치 기록 후 감소하였으나 

‘14년(8월누계)에는 재차 증가

<표26> 생두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일본(33.5%), 독일(25.7%), 미국(19.0%)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브라질(18.0%), 콜롬비아(17.0%), 베트남(16.3%)

․수출은 일본이 높은 비중으로 계속 최상위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14년(8월

누계)에는 독일 비중이 증가하여 차상위국을 차지, 수입은 생두 생산지로 

유명한 브라질․콜롬비아․베트남이 지속적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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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일본 78.4 일본 93.8 일본 87.6 일본 33.5

2위 홍콩 11.9 대만 4.3 중국 6.6 독일 25.7

3위 베트남 4.8 중국 1.3 독일 2.7 미국 19.0

수 입

1위 베트남 23.9 브라질 23.1 베트남 22.2 브라질 18.0

2위 콜롬비아 21.3 베트남 19.1 브라질 19.8 콜롬비아 17.0

3위 브라질 17.9 콜롬비아 15.7 콜롬비아 15.1 베트남 16.3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3,179 3,745 1,014 1,519 1,892 24.6 2,058 102.0

중 량 244 287 149 149 174 16.8 148 59.4

수 입
금 액 42,211 55,533 90,523 92,002 97,584 6.1 62,856 -2.8

중 량 3,534 4,472 5,443 5,384 6,127 13.8 4,437 11.2

무역수지 -39,032 -51,788 -89,509 -90,484 -95,692 적자폭 확대 -60,798 적자폭 축소

<표27> 생두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m 원두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1,892천불(24.6%↑), ‘14년(8월누계) 2,058천불(102.0%↑)

[수 입] ‘13년 97,584천불(6.1%↑), ‘14년(8월누계) 62,856천불(2.8%↓)

․수입 중심 품목인 원두의 경우, 수출은 ‘10년 최고치․’11년 급감 기록 

후 지속 증가, 수입은 ‘11년 급증 후 지속 증가하여 ’13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소폭 감소

<표28> 원두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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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중국 75.7 중국 50.8 중국 68.5 중국 54.8

2위 카자흐 16.2 아랍에미리트 17.4 홍콩 7.2 말레이지아 17.4

3위 일본 2.8 스페인 9.7 아랍에미리트 6.5 홍콩 13.2

수 입

1위 미국 51.8 미국 42.2 미국 41.0 미국 38.3

2위 이탈리아 19.6 스위스 19.1 스위스 21.3 이탈리아 21.4

3위 스위스 14.5 이탈리아 14.8 이탈리아 16.9 스위스 13.6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중국(54.8%), 말레이시아(17.4%), 홍콩(13.2%)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미국(38.3%), 이탈리아(21.4%), 스위스(13.6%)

․수출은 중국 비중이 계속 과반을 상회하며 최상위국을 차지, 수입은 

미국이 계속 최상위국을 차지하는 가운데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차상위국 

자리를 놓고 경쟁

<표29> 원두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m 커피 조제품

— 수출입 동향

․[수 출] ‘13년 203,597천불(6.2%↑), ‘14년(8월누계) 131,103천불(0.7%↓)

[수 입] ‘13년 86,911천불(27.7%↓), ‘14년(8월누계) 44,601천불(32.8%↓)

․수출 중심 품목인 커피 조제품의 경우, 수출은 ‘11년 급증하여 ’13년

에는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4년(8월누계)에는 전년동기수준을 유지,

수입은 증가하여 ’12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후에는 지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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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수 출

1위 러시아 22.4 중국 27.7 중국 24.8 중국 26.6

2위 호주 20.4 러시아 13.1 일본 14.2 이스라엘 9.2

3위 중국 20.3 이스라엘 10.1 러시아 11.3 러시아 9.1

수 입

1위 브라질 24.7 브라질 35.6 브라질 32.7 브라질 22.6

2위 일본 13.9 독일 20.4 독일 15.5 독일 19.7

3위 말레이지아 11.8 콜롬비아 8.1 콜롬비아 9.7 미국 13.6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8월누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
금 액 128,170 130,402 195,159 191,712 203,597 6.2 131,103 -0.7

중 량 17,308 18,488 24,708 27,392 29,166 6.5 17,944 -5.4

수 입
금 액 34,590 44,375 98,777 120,185 86,911 -27.7 44,601 -32.8

중 량 5,003 5,535 8,486 8,937 6,989 -21.8 3,861 -24.9

무역수지 93,580 86,027 96,382 71,526 116,686 흑자폭 확대 86,501 흑자폭 확대

<표30> 커피 조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 : 천불, 톤, %)

— 수출입 상위국 동향

․[수 출] ‘14년(8월누계) 상위국 : 중국(26.6%), 이스라엘(9.2%), 러시아(9.1%)

[수 입] ‘14년(8월누계) 상위국 : 브라질(22.6%), 독일(19.7%), 미국(13.6%)

․과거 수출 최상위국은 러시아였으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중국이 최상위국을 차지, 수입은 브라질이 최상위국을 유지하는 가운데 

차상위국이었던 일본 비중은 감소한 반면 독일 비중은 증가하여 차상위

국을 차지

<표31> 커피 조제품 수출입 상위국 동향(금액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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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세계적 웰빙 확대에 따른 차(Tea) 선호도 증가는 우리나라 

주요 차(Tea)류 수출 증대의 호기

— 현재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건강 중시 현상에 따른 차(Tea) 선호도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요 증가, 고급화로 인해 주요 차(Tea)류 수출은 증가

— 주요 차(Tea)류 수출은 과거 전통차 중심이었으나 최근 차(Tea) 조제품의 

가시적 증가로 역전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전통차 수출이 위축되고 있지만 홍삼차는 수출의 지속 증가로 흑자가 

유지 및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또 녹차는 최근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이 커 상대적 수입 강화로 흑자 

축소가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주요 차(Tea)류는 대체로 차(Tea) 소비시장이 발달된 국가로 대부분 수출하고 

있으나 차(Tea) 소비시장 2위국인 러시아로의 수출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

 주요 차(Tea) 및 커피류 수입은 ‘11년 최고치 기록 후 감소를 

보이나 규모면에서 수출을 상회

— 국내에서도 차(Tea)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차(Tea)류 

수입도 계속 증가하여 ‘13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14년)에는 정체를 

보이는 상황

— 홍차는 과거 높은 수입을 보이며 최근 차(Tea) 조제품(기타)과 함께 전자

상거래도 가시적으로 증가, 현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타 품목들로도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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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 커피 선호도 및 수입 의존도는 높아 세계 가격변동에 민감,

이에 국내 시장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

— 또 수입국가에 따라 적절히 FTA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Tea) 조제품은 

미국․EFTA FTA, 생두는 아세안․페루 FTA, 원두는 미국․EU FTA를 

활용하여 다량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확대 및 지속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