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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 운영계획

가   단일방식 운영 : 51품목

  국영무역 : 1개 품목
(단위 : 톤)

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국영무역기관 운영방식 비 고

<MMA>

쌀(16)* 408,700 농림축산식품부 국영무역

  * 1006.10.0000, 1006.20.1000, 1006.20.2000, 1006.30.1000, 1006.30.2000, 1006.40.0000, 1102.90.2000, 1103.19.3000, 
1103.20.2000, 1104.19.1000,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

 수입권공매 : 2개 품목
(단위 : 톤)

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공매주관기관 배분방식 비 고

<MMA>
밤(2) 2,170 산림조합중앙회 수입권공매 0802.41.0000

인삼(22)* 56.8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1, 1211.20.1219, 1211.20.1291, 1211.20.1299, 1211.20.1311, 1211.20.1319, 1211.20.1391, 1211.20.1399,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211.20.9100, 1211.20.92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1302.19.1290, 2106.90.3021, 2106.90.3029, 3301.90.4520

  실수요자 배정 : 48개 품목

① 과거실적 등 기준배정 : 16개 품목
(단위 : 톤)

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배분기준 비 고

<MMA>
종돈(1) 1,850두 한국종축개량협회 생산실적 또는

선착순
010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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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배분기준 비 고

보리(11) 23,582
- 10,000 농협중앙회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1003.10.9000
1003.90.9000
1102.90.1000
1103.19.1000
1103.20.3000
1104.19.2000
1104.29.2000

- 13,000 한국사료협회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

- 582 한국단미
사료협회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

녹차(2) 7.8 유통공사 신청물량기준 0902.10.0000

에틸알콜
(1)

10,333.8㎘ 한국주류
산업협회

생산능력 및
판매실적기준

2207.10.9010

보조사료
(4)

4,171.4

- 3,671.4 한국단미
사료협회

선착순또는수입실적
및생산계획기준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 500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선착순 또는수입실적
및생산계획기준

2309.90.9090

<CMA>

종계(2) 461,000수 대한양계협회 선착순또는
과거수입실적등

0105.11.1000
0105.94.1000

매니옥(4) 50,000 한국주류산업협회 수입실적및
생산능력기준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맥주맥(2) 30,000 농협중앙회 선착순또는
신청량, 생산능력및

실적기준

1003.90.1000
1003.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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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배분기준 비 고

옥수수(8) 6,102,100

◦1,381,000 수입실적및생산능력
등기준

- 10,000 한국콘협회 “ 1005.90.2000

- 1,298,750 한국전분․당협회 “ 1005.90.9000

- 5,000 한국곡물음료재가공
업협동조합

“

- 10,000 한국콘협회 “
- 36,000

(18,000)
유통공사 “ 1104.23.0000

1103.13.0000
0712.90.2092

* ( )는 전분 기준
임

- 1,250
(800)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 1108.12.1000
1108.12.9000

- 10,000
(6,400)

한국제지연합회 “

- 10,000
(6,400)

한국골판지포장공업
협동조합

“

◦4,721,100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기준

1005.90.1000

- 1,500,000 농협중앙회 “

- 3,200,000 한국사료협회 “
- 21,100 한국단미사료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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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배분기준 비 고

기타가공곡물(1
1)

14.7 유통공사 선착순 또는
수입실적기준

1102.90.9000
1103.11.0000
1103.19.2000
1103.19.9000
1103.20.1000
1103.20.9000
1104.12.0000
1104.19.9000
1104.22.0000
1104.29.1000
1104.29.9000

맥아(2) 40,000 농협중앙회 선착순 또는
생산능력 및
실적기준

1107.10.0000
1107.20.1000

감자분(2) 10 유통공사 신청물량기준 1105.10.0000
1105.20.0000

밀전분등(3) 227.4 농협중앙회 전년실적 및
신청물량기준

1108.11.0000
1108.19.9000
1108.20.0000

감자․변성전분
(11) 45,692

- 23,256 농협중앙회 생산실적 및
생산능력기준

1108.13.0000
3505.10.3000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3505.10.9010
3505.10.9090
3505.20.1000
3505.20.2000
3505.20.9000

- 1,336 농협중앙회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기준

- 300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기준

1108.13.0000
3505.10.4090
3505.10.5090
3505.10.9090

- 20,300 한국제지연합회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기준

3505.10.4090
3505.10.5090
3505.10.9090
3505.20.1000
3505.20.2000

- 500 한국골판지포장공업
협동조합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기준

3505.10.9010
1108.13.0000
3505.20.1000
3505.20.9000

매니옥
전분(2)

2,400 한국제지연합회 과거수입 및
생산계획기준등

1108.14.1000
1108.14.9000

고구마
전분(1)

4,376 농협중앙회 과거수입 및
생산능력기준

1108.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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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착순 배정: 32개 품목
(단위 : 톤)

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배분기준 비고

<MMA>
종우(5) 1,067두 한국종축개량협회 선착순 0102.21.1000

0102.21.2000
0102.21.9000
0102.31.0000
0102.90.1000

전지분유(3) 573 한국유가공협회 선착순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연유(4) 130 한국유가공협회 선착순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조란(1) 19,515.8 대한양계협회 선착순 0408.99.1000

골분(1) 467.6 한국단미사료협회 선착순 0506.90.2000

잠종(1) 9.5천상자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선착순 0511.99.9010

묘목류(4) 145.2천주 한국과수종묘협회 선착순
0602.20.1000
0602.20.2000
0602.20.3000
0602.20.6000

뽕나무(1) 1,402.7천주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선착순 0602.90.9030

감자
(종자용)(1) 1,898 국립종자원 선착순 0701.10.0000

고구마
(4)

18,535
(5,745.9) 농협중앙회 선착순

0714.20.1000
0714.20.2000
0714.20.3000
0714.20.9000

잣(2) 52.9 산림조합중앙회 선착순 0802.90.1010
0802.90.1020

오렌지(1) 57,017 유통공사 선착순 0805.10.0000

감귤류(4) 2,097 유통공사 선착순
0805.20.1000
0805.20.9000
0805.50.2020
0805.90.0000

대추(2) 259.5 산림조합중앙회 선착순 0810.90.3000
0813.40.2000

조
(종자용)(1) 0.4 국립종자원 선착순 1008.21.1000

사료용
근채류(3)

32,133.3 선착순
- 16,203.3 농협중앙회 선착순

1214.90.1000
1214.90.9090
2308.00.9000

- 3,397 한국사료협회 선착순
- 6,533 한국단미사료협회 선착순

- 6,000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선착순 2308.00.9000

참깨유박(1) 212 한국사료협회 선착순 2306.90.1000

기타배합사료(1) 627 대용유사료협회 선착순 2309.9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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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배분기준 비고

<CMA>
탈지분유

(4)
1,034 한국유가공협회 선착순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유장(14) 54,233
- 14,733 한국유가공협회 선착순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 39,500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선착순 0404.10.1011
0404.10.1091
0404.10.2111
0404.10.2121
0404.10.2131
0404.10.2191
0404.10.2910

버터(2) 420 한국유가공협회 선착순 0405.10.0000
0405.90.0000

매니옥
펠리트

(1)

1,000,000 0714.10.2020

- 450,000 농협중앙회 선착순
- 450,000 한국사료협회 선착순
- 100,000 한국단미사료협회 선착순

기타서류(4) 326.7 유통공사 선착순 0714.30.9000
0714.40.9000
0714.50.9000
0714.90.9090

호밀(종자용)(1) 1,327.3 농협중앙회 선착순 1002.10.0000

귀리
(종자용)(1)

597.3 농협중앙회 선착순 1004.10.0000

옥수수
(종자용)(2)

247
- 197 농협중앙회 선착순 1005.10.0000

- 50 국립종자원 선착순 1005.10.0000
0712.90.2091

수수(종자용)(1) 13.7 농협중앙회 선착순 1007.10.0000

유당(2) 9,400 한국유가공협회 선착순 1702.11.1000
1702.19.1000

인조꿀(1) 6 농협중앙회 선착순 1702.90.1000

육․골분(1) 3,210 한국단미사료협회 선착순 2301.10.1000

누에고치(1) 1,143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선착순 5001.00.0000

생사(4) 2,254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선착순 5002.00.1020
5002.00.1030
5002.00.1040
5002.0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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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가지 혼합운용 : 12개 품목

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운영·배분방식 비고

<MMA>
천연꿀(1) 420

- 370 농협중앙회 수입권공매 0409.00.0000

- 50 농협중앙회 실수요자배정
(수입실적기준)

감자
(종자용이외)

(1)

18,810
- 15,810 유통공사 실수요자배정 0701.90.0000

- 3,000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양파(2) 20,645
- 4,000 유통공사 국영무역

0703.10.1000

0712.20.0000
- 8,645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 8,000 유통공사 실수요자배정

마늘(4) 14,467
- 7,000 유통공사 국영무역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0712.90.1000

- 4,467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 3,000 유통공사 실수요자배정

고추(5) 7,185
- 4,000 유통공사 국영무역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1.0000
0904.22.0000

- 2,185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 1,000 유통공사 실수요자 배정

참기름과 그
분획물

(1)

668

- 653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515.50.0000

- 15 실수요자배정
생강(6) 1,860

- 930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0910.11.1000
0910.12.1000
0910.11.2000
0910.12.2000
0910.11.9000
0910.12.9000

- 930 농협중앙회 실수요자배정 0910.11.1000
0910.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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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세번은 품목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품명
(세번수)

’17. 시장
접근물량 배분기관 운영·배분방식 대상자 비고

<CMA>
녹두·팥(4) 14,694

0713.32.1000
0713.31.9000
0713.31.1000
0713.32.9000

- 14,494 유통공사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유통공사 직접수입
◦낙찰자에게 추천

- 200 유통공사 실수요자배정
(과거실적기준)

◦수출신용장수취자및
수출계약 체결업체

메밀 기타
곡물(5)

1,328

1008.10.0000
1008.40.0000
1008.50.0000
1008.60.0000
1008.90.0000

- 828 유통공사 국영무역 ◦유통공사직접수입

- 500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낙찰자에게 추천

대두(6) 1,032,152
◦185,782 유통공사 국영무역 ◦유통공사 직접수입 1201.90.3000

1201.90.9000

◦5 국립종자원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자격제한 없음 1201.10.1000
1201.10.9000

◦846,365
- 831,365 한국대두가공협회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식용유지 및 사료용
탈지대두박(미생물
배양용 포함)을 생
산자로 양곡가공업
등록자

1201.90.1000
1201.90.2000

- 15,000 한국사료협회 실수요자배정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

◦배합사료제조업등록자

낙화생(5) 4,907.3
- 450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낙찰자에게 추천 1202.30.2000

1202.30.1000
1202.41.0000
1202.42.0000

- 4,457.3 한국땅콩생산
유통가공협회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실수요업체 추천 1202.30.2000
1202.42.0000
2008.11.9000

참깨(1) 6,731 1207.40.0000

- 4,076 유통공사 국영무역 ◦유통공사 직접수입

- 2,655 수입권 공매 ◦낙찰자에게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