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하노이지사

41

중국 수출길 막힌 ‘용과’의 새로운 변신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對중국 베트남 수출길 봉쇄

2021년 12월,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생산되
는 농산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베트남을 잇는 주요 3개 국경(랑손성) 검문소를 봉
쇄하였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현재 5천대 이상의 트럭이 랑손 국경 검문
소에 발이 묶여 있고 특히 신선 농산물을 실은 트럭의 경우, 통관 지연으로 인해 대부분
의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 9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코로나19 확진
자 수가 1.5천명(1일) 씩 발생하고 있으며 對중국 주요 수출 농산물인 용과에서 코로나
19 검사 양성 반응이 검출돼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
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양국간 농수산물 교
역액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19.2%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길 봉
쇄 조치로 인해 현재 베트남 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베트남 북부 랑손성 국경 검문소 사진

용과 부패를 막기 위해 널려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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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내수 소비 확대 통한 농가 살리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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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용과 수출길 봉쇄로 인한 용과가격 하락은

베트남산 용과는 남부 빈투언성에서 주로 생산되며 재배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베트남 내 식

적은 약 3만 헥타르(ha)에 연간 약 60만 톤이 생산되어 중국,

품기업들이 용과만두, 용과케이크, 용과버거를 출시하는 등 내

미국, 태국 등 4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수시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약 1개월 만에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산 용과의 최대

35,000~45,000 동(VND/kg 한화, 약 1,750~2,750원)으로 가

수출국인 중국 수출길 봉쇄로 인해 베트남산 용과 가격이 최

격이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

근 5,000~10,000동 (VND/kg, 한화 약 250~500원)까지 하

에서 용과를 활용한 라면, 술 등을 연구ㆍ개발중에 있으며, 신

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발 벗고 나

제품을 출시하여 용과 소비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서고 있다.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년 개발된 용과 버거 및 용과 만두

용과를 활용한 술 및 라면 연구ㆍ개발
자료 베트남 온라인 언론매체 (Thanh Nien)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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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용과 등 다양한 열대과일을 가공하여 만든 빵, 과일 건조식품 등 과일 가공식품이 인기 건강간식으로 판매
되고 있다. 높은 안전성, 신뢰도 등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는 한국산 과일 가공식품을 활용한다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베트남 농가 피해 회복을 위한 현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스트리밍 방
송을 통한 판매, 신제품 연구ㆍ개발 등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하기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입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 위축 변화도 예상
된다. 그러므로 한국 수출업체는 신선농산물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신수요 발굴 등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