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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정포커스_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사과 출하량은 이른 추석에도 농가의 사전 준비와 작

황 호조로 작년 대비 0.6% 감소에 그치겠으며, 평년보다는 오히려 1.7% 증가한 5

만 2,500톤 내외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은 출하량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과가 많이 

출하되어 작년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5만 5,000원으로 예상

  - 8월 중순 이후 지속된 비로 사과의 색택이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었으

나, 향후 기상이 양호할 것으로 예보되어 색택 등 품질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

될 전망

◦ 배 출하량은 추석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사전 준비와 함께 기상호조로 출하 

시기가 앞당겨져 작년보다 1.2% 감소에 그친 5만 5,500톤 내외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소폭 감소하나, 개화기 저온피해로 모양

이 조금 좋지 않아 작년과 비슷한 상품 15kg 상자에 4만 4,000~4만 8,000원

으로 예상

◦ 추석용 햅쌀 판매물량은 8월 중순 이후 지속된 비로 작황이 악화되고, 수확이 지연

되어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임

  - 이에 따라 금년 추석 햅쌀 가격은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3.9% 높은 20kg에 

5만 6,810원으로 예상

◦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고랭지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6,500~7,500원으로 전망됨

  - 고랭지무의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

도 저하되어 작년보다 크게 낮은 상품 18kg에 8,000~9,000원 수준으로 예상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쇠고기 도매가격은 도축마릿수 감소로 작년보다 조금 

높은 한우 1등급 kg에 1만 5,000∼1만 6,000원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공급량은 고온에 의한 출하지연으로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도

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탕박 지육 kg에 4,300∼4,500원으로 전망

  - 계란 공급량이 산란계 생산성 저하로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

지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높은 특란 10개에 1,450~1,550원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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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는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선물용이나 

제수용 물량 공급 

문제없을 듯

”

1. 과일

1.1. 사과

□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 평년보다 2%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사과 출하량은 작년 대비 0.6% 감소에 

그치겠으며, 평년보다는 오히려 1.7% 많은 5만 2,5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올해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농가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왔으

며, 개화기 이후 기상호조로 생육상황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

- 사과의 개화 시기는 봄철 고온현상으로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빨라 

출하도 앞당겨졌으며, 이로 인해 홍로의 도매시장(가락시장) 출하는 

작년 대비 10일 정도 빠른 8월 11일부터 이미 시작

- 홍로 재배 주산지 중의 하나인 경북 안동농협공판장에서도 작년보다 

10일 이상 빠른 8월 16일부터 경매 실시 중

◦ 추석 시기에 주로 소비되는 홍로 이외에 후지조숙계도 기상 양호로 

조기 수확이 가능해져 작년과 달리 추석 성수기에 생산량의 20% 

가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과 출하는 색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추석 2주 전보다는 추

석 1주 전인 9월 첫째 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표 1. 2014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사과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8월 9월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4년 31.9 52.5         62.1 357.9

2013년      30.5 52.8   70.4 380.0

평년      29.9 51.6  73.5 334.9

증감률
작년 대비  4.7 -0.6 -11.8 -5.8

평년 대비  6.7   1.7 -15.6   6.9

주: 평년은 2009~201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8월 22일 기준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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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은 

크기가 큰 대과 

출하가 많아 

작년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

”

□ 생육상황 호조로 추석용 사과 중 대과 비율 작년보다 크게 높을 듯

◦ 올해 사과 생육상황은 6~7월 기상호조로 비대 상태가 상당히 좋아 

추석 성수기에 출하되는 홍로의 대과 비율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크기가 큰 사과가 작년보다 많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출하를 앞두고 8월 중순 이후 지속된 강우로 일조 시간이 적어 홍

로의 색택은 작년보다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렇지만 기상청에 의하면, 8월 25일 이후 9월 1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색택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품질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홍로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성수기(5만 

7,320원)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5만 5,000원으로 전망됨

    - 출하량이 조금 적음에도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생산량이 많

았으나 대과가 적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대과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특히, 출하가 집중되는 9월 첫째 주에는 도매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5만 원 이하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1.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홍로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5kg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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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추석 성수기 배 출하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

”

1.2. 배

□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 작년 대비 1% 감소에 그칠 전망

◦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빠르지만,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배 출

하량은 5만 5,500톤 내외로 작년보다 1.2%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

망됨 

- 이는 농가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기상호조로 

개화 시기도 빨라져 출하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8월 초 태풍(12호 ‘나크리’) 피해로 호남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있었지

만, 추석용 출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

- 배는 봄철 고온으로 개화 시기가 작년보다 1~2주 빨라짐에 따라 출하

도 앞당겨져 원황의 시장 출하는 작년 대비 2주일 빠른 8월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장 반입량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

◦ 추석 시기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신고의 경우도 출하는 원활히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시기도 작년보다 크게 빠른 8월 25

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전망임

- 사과와 마찬가지로 배도 최대한 과비대를 시켜 출하하기 위해 추석 2

주 전보다는 추석 1주 전에 출하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표 2. 2014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배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8월 9월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4년      12.4 55.5         61.4 201.4

2013년       9.6 56.2   67.5 205.1

평년      11.8 57.7  67.4 214.4

증감률
작년 대비 29.0 -1.2 -9.1 -1.8

평년 대비  5.3 -3.8 -8.9 -6.0

주: 평년은 2009~201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8월 22일 기준 전망치.

□ 추석용 배 크기 작년 수준 전망되나, 모양은 조금 좋지 않을 듯

◦ 배는 개회 시기 일부지역의 저온과 8월 초 태풍 영향이 있었지만, 전

반적인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상황이 좋아 추석 출하용 배 크기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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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신고 평균도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용 배 품질은 병해충 발생이 작년에 비해 적어 평년 수준은 유지하

겠으나, 개화기 저온 피해 등으로 일부 모양이 작년보다는 조금 좋지 않

을 것으로 예상

    - 다만, 8월 중순 이후 지속된 강우로 출하가 다소 지연되겠으나, 8월 25

일 이후 9월 1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어(기상청) 출하는 

큰 문제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 추석 성수기 신고 도매가격 작년보다 비슷할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신고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소폭 감

소하나, 일부 모양이 조금 좋지 않아 작년 성수기(4만 6,310원)와 

비슷한 상품 15kg 상자에 4만 4,000~4만 8,000원으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가 시작되는 8월 마지막 주의 초반에는 8월 중순 이후 지속

된 강우로 출하 지연되어 가격이 작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다가 이후 

출하가 원활해지면서 가격은 점차 하락세로 전환될 듯

    - 9월 첫째 주에는 출하량이 집중되어 도매가격은 오히려 작년 성수기보

다 낮아질 전망

그림 2.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신고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5kg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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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종 벼

재배면적 늘고

작황 양호했으나,

8월 중순 이후 잦은 

강우로 수확 지연

”

2. 햅쌀

□ 금년 조생종 벼 재배면적 작년보다 증가 예상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4년 조생종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13년 수확기 조생종 벼 가격이 작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을 뿐

만 아니라 올해 추석이 빨라 가격 상승을 기대한 농가가 많아 전국적으

로 조생종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

◦ 영남과 호남이 각각 2.5%, 0.9% 늘어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른 추석에 대비해 예년보다 이앙시기

를 앞당겼음

표 3. 조생종 벼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강원·경기 영남 호남 충청 전국

증감률 0.3 2.5 0.9 0.2 0.5

자료: 2014. 4. 29.~2014. 5. 7.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 8월 중순 이후 잦은 강우로 2014년산 조생종 벼 수확 지연

◦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7월 말까지 조생종 벼 생육상황은 작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8월 들어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함

-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낱알수는 각각 작년보다 0.5개, 2.3개 감소

◦ 8월 중순 이후 잦은 비로 조생종 벼 수확이 지연되고 있음

- 추석용 햅쌀 수확기인 8월 중순 이후 잦은 비가 25일까지 예보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벼 수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

표 4. 조생종 벼 생육상황 조사 결과

출수기(월, 일) 포기당 이삭수(개) 이삭당 낟알수(개)

금년 작년 평년 금년 작년 평년 금년 작년 평년

7.28 7.30 7.30 19.5 20.0 20.2 87.4 89.7 86.9

자료: 농촌진흥청(8월 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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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지연으로

추석용 공급물량 

작년보다 감소하여 

원료곡 가격이 

상승하고,

추석 햅쌀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

”

□ 산지유통업체의 추석용 햅쌀 판매량 감소 예상

◦ 2014년산 조생종 벼의 수확 지연으로 산지유통업체의 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조생종 벼 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산지유통업체가 적극적

인 햅쌀 판매에 나서지 않고 있어 금년 추석 판매물량은 작년보다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 올해 추석용 햅쌀 판매

물량은 작년보다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추석용 햅쌀 판매 예상물량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강원·경기 영남 호남 충청 전국

증감률 -19.0 -8.9 -9.3 -12.9 -13.1

자료: 2014. 8. 18.∼8. 20. 농업관측센터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

□ 추석 시기 햅쌀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8월 중순 기준, 2014년산 조생종 벼 가격은 40kg에 6만 4,670원으

로 작년보다 3.6% 높은 수준임

◦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 올해 추석용 햅쌀 가격은 20kg에 5만 

6,810원으로 작년 대비 3.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추석 햅쌀 물량은 작년보다 13.1% 감소하지만, 제수용을 제외한 햅

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햅쌀 가격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

로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

그림 3. 추석용 햅쌀 예상 가격

자료: 2014. 8. 18.∼8. 20. 농업관측센터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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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고랭지배추 출하량 

조기정식과 작황 

양호로 작년보다 

많을 전망

”

3. 채소

3.1. 배추

□ 추석 성수기 배추 주 출하지역 작황 양호

◦ 8월 하순부터 출하될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릉 안반덕, 태백 귀네

미, 매봉산 등의 작황은 양호한 수준임

- 이들 지역은 정식 시기인 6월 하순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였으

나, 8월 상·중순 적절한 강우로 생육 부진이 회복

- 칼슘결핍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생육이 크게 나빴던 작년보

다 양호한 수준

- 한편, 8월 셋째 주에 출하 중인 배추(출하지: 평창 대관령, 삼척 하장, 

정선 등)는 무름병, 칼슘결핍 현상 등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로 중·하

품 비중은 높지만, 출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 약세 지속

□ 추석 성수기 배추 출하량 작년보다 10% 내외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고랭지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10%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추석 수요를 감안하여 고랭지배추 정식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추

석 성수기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9% 증가하여 출하량은 작년에 비해 

10% 내외 많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8월 중순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강수량이 많을 경우 출하단수

는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어

표 6. 추석 성수기 배추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증감률 9.1 0.5 9.6

자료: 농업관측센터 모니터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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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

”

□ 추석 성수기 배추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배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고랭지

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10,080원)와 평년(10,000원)보다 낮은 상

품 10kg에 6,500~7,500원 내외로 전망됨

그림 4.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배추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0kg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2. 무

□ 추석 성수기 무 주 출하지역 작황 양호하나, 일부 추대로 상품성 

저하

◦ 가뭄과 지속적인 무 가격 약세로 출하가 지연되었던 고랭지무는 최

근 적절한 강수로 작황이 회복되고 있음.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고랭지무 주 출하지역인 평창 진부·대관령·봉평, 정선 임

계·예미 등은 대체로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정선과 평창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피해와 추대로 품위가 좋지 

않아 중·하품 출하 비중이 증가할 전망

    - 추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대 제거 후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성

은 하락하지만, 출하량에 큰 영향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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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고랭지무 도매가격 

출하량 증가와 

상품성 저하로 

작년보다 크게

낮을 듯

”

□ 추석 성수기 무 출하량 작년보다 8%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고랭지무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8%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추석 수요를 감안하여 고랭지무 파종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추석 시기 무 출하지역인 평창(대관령, 진부 등), 정선(임계, 예미), 강

릉(대기리, 고단리) 등의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는 작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조사

표 7. 추석 성수기 무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증감률 4.7 3.4 8.3

자료: 농업관측센터 모니터 조사치.

□ 추석 성수기 무 도매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무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상품성 저하로 작년(13,065원)보다 낮은 상품 18kg에 

8,000~9,000원 내외로 전망됨

그림 5. 추석 성수기(8월 하순~9월 상순) 무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8kg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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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도축 

마릿수 감소,

추석 성수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4. 축산물

4.1. 쇠고기

□ 추석 대비 도축마릿수 작년보다 감소 전망

◦ 작년부터 지속된 사육마릿수 감소세로 추석 대비 도축은 작년(15만 

8,000마리)보다 약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평년에 비

해서는 7~10% 많은 수준임

    - 올해 높은 쇠고기 가격으로 수입은 전년보다 약 10% 증가 전망

표 8. 한육우 추석 대비 도축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구 분 2014년 2013년 평년 작년 대비 증감률(%)

도축마릿수 149∼152 158 138 -6∼-4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추석 성수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도축마릿수 감소로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한우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은 작년(14,970원)보다 높은 kg에 15,000∼16,000원으로 전망됨

    - 작년 추석 1등급 평균 도매가격(지육 kg): 14,970원, 평년 15,161원

◦ 추석 성수기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작년(6,440원)보다 높

은 100g에 6,700∼6,900원으로 전망됨

    - AI 대체수요와 할인행사 등으로 쇠고기 수요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

로 예상

    - 작년 추석 등심 1등급 평균 소비자가격(100g): 6,438원, 평년 7,057원

표 9. 한우 1등급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 전망

구 분 2014년 2013년 평년 작년 대비 등락률(%)

도매가격(원/kg) 15,000∼16,000 14,970 15,161 0.2∼6.9

소비자가격(원/100g)  6,700∼ 6,900  6,438  7,057 4.1∼7.2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www.krei.re.kr ∙ 11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듯

”

4.2. 돼지고기

□ 추석 돼지고기 생산량 작년보다 5% 감소 전망

◦ 8∼9월 돼지 도축마릿수는 모돈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작년과 비슷한 241만 마리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마릿수가 작년과 

비슷하지만, 예년보다 빠른 추석과 고온에 의한 출하지연 여파로 작

년보다 5% 적은 3만 3,000톤 수준으로 예상됨

표 10.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8∼9월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4년 128.1 33.1 220.6

2013년 128.2 34.8 234.5

평년 120.8 31.1 205.9

증감률
작년 대비 0.0 -4.9 -5.9

평년 대비 6.0   6.4   7.2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도매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돼지 탕박 지육가격은 작년(4,142원)보

다 높은 kg에 4,300∼4,500원으로 전망됨

- 올해는 추석이 빨라 계절적으로 가격이 높은 시기이고, 돼지고기 생산

량도 작년보다 적어 작년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

- AI 대체수요 등 육류소비 확대로 돼지고기 가격은 평년보다도 높을 것

으로 전망

표 11.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돼지고기 도매가격 전망

단위: 원/kg, 탕박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년

도매가격 3,859 4,130 5,554 3,340 4,142 4,300∼4,500 4,043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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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저하로 계란 

생산량 감소,

추석 성수기 계란 

산지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4.3. 계란

□ 추석 성수기 계란 공급량 작년보다 3% 감소 전망

◦ 추석 성수기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산란계 마릿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756만 마리로 전망됨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8월 산란율은 76.1%로 작년

(78.9%)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노계의 비중이 높고, 호흡기성 질병 등으로 계란 생산성 저하

◦ 추석 성수기 계란 공급량은 산란계의 생산성 저하 영향으로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2. 표본농가 산란율 동향

단위: % 

구 분 2월 5월 8월

2014년 77.3 73.3 76.1

2013년 79.6 87.7 78.9

증감률 -2.9 -16.4 -3.5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작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

◦ 추석 수요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성 저하로 계란 공급

량이 감소하여 계란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계란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6%(평년 

대비 12.7%) 높은 1,450~1,550원(특란 10개 기준) 수준으로 예상됨

표 13.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계란 산지가격 전망

단위: 원/특란 10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년

산지가격 1,227 1,304 1,458 1,230 1,476 1,450~1,550 1,331

자료: 농협중앙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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