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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배추․무 가격 강세와 원인

■ 최근 배추․무 가격 동향

배추 10월 상순 상품 도매가격은 10kg당 7,120원( 품 5,090원)에서 순

은 8,270원( 품 6,580원)으로 상승하 으며, 하순에는 9,240원( 품 7,350

원)으로 크게 상승하 다.

- 10월 평균도매가격은 8,150원( 품 6,290원)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2.9배나 높았으며, 평년보다도 1.7배 높았다.

배추 11월 상순 도매가격은 10kg당 7,580원( 품 6,01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강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도매

가격은 10월 하순보다 18% 하락하 다.

그림 1.  최근의 배추․무 도매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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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7년 11월은 1～10일까지이며,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2～

2006년의 일별 가격  최 ,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무 10월 상순 상품 도매가격은 18kg당 13,900원( 품 11,340원), 순 

18,560원( 품 16,410원), 하순에는 19,770원( 품 14,690원)으로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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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평균도매가격은 17,410원( 품 14,690원)으로 작년과 평년에 비

해 2배 이상 높았다.

무 11월 상순 도매가격은 18kg당 16,450원( 품 12,670원)으로 작년과 

평년에 비해 높은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가을무의 본격 출하로 도매가격

은 10월 하순보다 17% 하락하 다.

배추․무 도매가격이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크게 상승

하여 배추는 11월 상순 포기당 가격이 3,220원(상품 기 )으로 작년 1,500

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무도 개당 2,730원으로 작년 1,450원보다 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무 가격 강세 원인

배추․무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된 원인은 고랭지2기작 배추․무 재배면

이 감소한데다 가을배추․무 재배면 도 크게 었기 때문이다.

표 1.  가을배추․무 재배면  작년 비 증감률

                                                                      단 : %

경기․강원 충청 호남 남 체

배추 -18.8 -19.4 -19.7  -6.7 -15.2

무 -25.4 -15.4 -27.1 -26.5 -26.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확정치.

더욱이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식도 늦어져 10월 

순 이후 가을배추․무의 출하 공백 상이 발생하 다. 이 때문에 체

인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여 최근과 같은 가격 강세가 지속되었다.

표 2.  가을배추․무 11월 출하분 상단수 작년 비 증감률

                                                                      단 : %

경기․강원 충청 호남 남 체

배추 -8.6  -8.1 -9.1 -12.3 -9.4

무 -8.6 -11.0 -9.1 -10.9 -9.9

      자료: 농업 측정보센터 10월 20일 지역모니터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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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추․무 가격 상승에 따른 김치 수입 동향

김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11만 1,459톤에서 2006년 17

만 7,960톤으로 2005년 비 60% 이상 증가하 다. 2007년에도 김치 수

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0월 재 김치 수입량은 17만톤 내외

로 이미 작년 수 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 10월 국내 배추가격 강세로 27,100톤의 김치가 수입되어 2006

년 19,350톤보다 40% 증가하 으며, 2005년(10,540톤)에 비해서는 2배 이

상 증가하 다.

- 특히, 2007년 9월 김치 수입량은 16,792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감

소하 으나, 최근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10월에는 9월보다 61% 증

가하 다.

신선배추 수입은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여 2006년 10월 106톤

에서 2007년에는 691톤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2.  김치  배추 10월 수입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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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채소류 김장철 가격 망

■ 김 장철 배추․무 가격 망

김장철인 11～12월의 배추 출하면 은 가을배추 재배면  감소로 작년보

다 12～13%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더욱이 10월 20일 조사치에 의하면 

단수도 작년에 비해 9% 감소할 것으로 상되어 김장철 출하량은 20% 내

외로 그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망된다.

김장철 배추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작황이 회복되는 

추세이므로 11월 순 이후부터는 출하가 상순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

로 상된다.

- 특히, 12월에는 농  계약물량이 조기 방출될 계획이며, 월동배추도 

가격 강세로 조기 출하될 가능성이 높아 출하조건은 11월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망된다.

표 3.  가을배추 11～12월 출하 상면  작년 비 증감률

                                                                      단 : %

경기․강원 충청 호남 남 체

11월 -11.7 -10.4 -13.5 -12.8 -12.1

12월 - -13.3 -12.6 -13.0 -13.0

      자료: 농업 측정보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김장철인 11～12월의 무 출하면 은 가을무 재배면  감소로 작년보다 

15～17% 감소할 것으로 상되며, 단수도 어(10월 20일 조사치) 체 

출하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을 것으로 망된다.

무 12월 출하량은 최근 작황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11월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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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을무 11～12월 출하 상면  작년 비 증감률

                                                                      단 : %

경기․강원 충청 호남 남 체

11월 -19.4 -12.0 -17.0 -17.1 -16.5

12월 - -12.0 -15.6 -18.3 -15.1

      자료: 농업 측정보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이와 같이 배추․무 출하량 감소가 상되나, 출하 공백이 발생하 던 

10월보다는 출하 조건이 호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1월 순 이후

부터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어들 망이며, 재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11월의 일별 배추․무 도매가격 추이

                 (배추)                               (무)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1.1 11.3 11.5 11.7 11.9 11.1111.13 11.15

원/10kg

평년

2006년

2007년

0

5,000

10,000

15,000

20,000

11.1 11.3 11.5 11.7 11.9 11.1111.13 11.15

원/18kgpe대

평년

2007년

2006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배추 11월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6,500～7,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상되며, 12월에는 11월보다 하락한 5,500～6,000원 내외로 망된다.

무 11월 상품 18kg당 도매가격은 10,000～13,000원 내외, 12월은 더 하

락한 8,000～10,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김장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 에서 결정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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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김장철 배추․무 도매가격 망(상품 기 )

                                                                      단 : 원

단
2006년 2007년 망

11월 12월 11월 12월

배추 10kg 2,883 3,141  6,500～ 7,000 5,500～ 6,000

무 18kg 4,735 3,750 10,000～13,000 8,000～10,000

    주: 망 가격은 재의 조건을 감안하여 추정하 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김 장철 양념채소류 가격 망

김장철 주요 양념채소류 도매가격은 반 으로 작년보다 낮게 형성될 것

으로 망된다.

- 특히, ․쪽 의 12월 도매가격은 출하조건이 호 되면서 11월보

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상된다.

표 6.  김장철 주요 양념채소류 도매가격 망(상품 기 )

                                                                      단 : 원

단
2006년 2007년 망

11월 12월 11월 12월

고추 600g 6,363 6,340 4,700～4,800 4,700

마늘 1kg 2,233 2,275 2,100～2,200 2,100～2,200

양 1kg 1,140 1,317 500～550 550～600

1kg  813  703 1,500 1,300～1,400

쪽 1kg 1,702 1,973 2,200 1,700～1,800

    주: 망 가격은 재의 조건을 감안하여 추정하 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4. 년도 김장수요 변화와 응책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정보센터에서는 년도 김장 의향 악을 

해 소비자 패 ( 국 8  도시)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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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2007년 11월 5～8일까지 4일간 실시하 으며, 온라인 조사방

법을 활용하 다. 이메일 보유 소비자 패  970세   유효 응답 수

는 732명으로 7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 달라진 년도 김 장패턴  수입 산 김치  구입 의 향

년도 김장 의향

김장김치를 직  담그는 소비자 비율은 2004년 45.4%, 2005년 46.7%, 

2006년 47.2%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직  담  

경우 맛이 좋고, 안 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년에는 김장김치를 직  담그겠다는 소비자 비율이 44.7%로 2006년

에 비해 2.5%P 감소한 반면, 시 용 김치를 사먹겠다는 비율은 2006년 

10.7%에서 13.6%로 2.9%P 증가하 다.

- 이와 같이 직  담그는 비율이 감소한 것은 ‘ 년 배추 값이 비싸기 

때문(51.3%)’이며, 사먹는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김치 담그기가 번거

럽고(35.7%)’, ‘담그는 것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20.1%)’이다.

그림 4.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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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김치를 직  담그는 소비자의 경우 년에 21.4포기(4인 가족 기

)를 담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5년 22.4포기, 2006년 23.4포기보

다 각각 4.5%, 8.5%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소비자 조사결과, 년도에는 배추․무 가격 강세로 직  김장김치를 

담그는 세  수가 겠으며, 김장의 포기 수도 감소하는 패턴으로 변화될 

것으로 망된다.

국산 김치 구입 동향

국산 김치인  알고도 구매한 소비자는 2005년 4.4%에 불과하 으나, 

2006년 10.8%, 2007년에는 14.2%로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  소비자의 국산 김치 구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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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국산 김치 주 구매처는 ‘인터넷 주문(31.3%)’, ‘ 형 유통업

체(20.2%)’, ‘집근처 상가(12.1%)’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산 김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국산 김치의 맛이 국내산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맛있다’는 응

답이 2006년 51.9%에서 2007년 56.0%로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국산 김치의 품질이나 맛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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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김 장비용 추정

년도 김장비용을 도매가격 기 으로 추정한 결과, 김장비용은 배추 20

포기 기 , 11～12월 평균 12만 1천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소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마진율 30% 용) 김장비용은 15만 7

천원 수 으로 작년 13만 8천원(농림부 발표자료)보다 14% 상승할 것으

로 상된다.

- 최근의 배추․무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김장비용이 2005년의 15만 

2천원과 비슷한 이유는 건고추, 마늘, 양  등 양념채소류 가격이 생

산량과 장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비용(소매가격 기 )을 월별로 살펴보면, 11월에는 16만 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되는 반면, 12월은 채소류 가격의 안정 하향세로 11월

보다 낮은 15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 김 장비용 상승과 수요 감 소 비  응책

년도 배추․무 가격 강세로 김장김치를 직  담그는 세  수가 감소하

고, 포기 수도  것으로 조사되어 김장 수요 감소가 망된다. 더욱이 

국산 김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배추․무를 체하는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곧 국내 배추․무 소비 감소와 직결되며, 수입산 김치 증가를 유

발시키기 때문에 결국 재배농가의 손실로 이어진다.

- 따라서 농가는 철 한 포장 리로 상품화율을 제고시키고, 보유물량

을 가  신속히 유통시킴으로써 국내산 배추․무 소비확 를 유도

하는 것이 요하다.

농  등 계기 은 기 계약된 물량을 조기 방출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

하며, 확보된 월동배추도 조기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 산지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여 소비자가 시 보다 렴한 가

격에 김장채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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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농  등이 운 하는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여 보다 싼 가격에 

배추․무를 구입함으로써 김장비용을 감하도록 하며, 김장시기도 11월

보다는 상 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망되는 12월로 늦춘다면 비용

을 다소나마 일 수 있다.

- 특히, 배추․무 가격 강세로 수입 김치가 증하게 되고, 이들 김치가 

부정 유통될 경우 소비자는 안 성 문제(2005년 기생충알 문 등)에 

노출되게 된다. 이 때문에 안 성을 고려한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국

내산으로 직  김장김치를 담그는 편이 바람직하다.

연일 언론 등을 통해 ‘ 년은 김장김치 란’이라거나 ‘ 치’가 될 것이

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집  보도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

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 계속된 보도로 추가 인 가격 상승을 기 한 농가들이 매를 기피하

고 있으며, 농 과의 계약도 기함으로써 원활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 안정화를 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재와 같은 배추․무 가격 강세는 소득층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게 되므로 농가와 계기 이 력하여 출하가 제 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도의 을 맞추는 것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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