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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국내경제 동향

● 2014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2% 각각 증가함. 

 

● 2014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1.1% 증

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총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기 대비 2.6% 감소,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함. 

  

● 2014년 9월 취업자는 25,91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51천명 증가함.

● 2014년 8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가구 등 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2.7% 증가,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함. 

 

● 2014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5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

(실질로는 1.1% 증가)함.

 

● 2014년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5으로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함.

 

● 2014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1.7% 증가

(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2년미만금전

신탁, MMF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함.

 

● 2014년 3/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55.2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020원 보다 

8원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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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촌경제 동향

● 2014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6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상승함.

● 2014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쌀, 양파, 참깨 등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임.

● 2014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한 

반면,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 2014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603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

하였고, 전분기 대비 1.7% 감소함.

 

● 2014년 1∼9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4,566백

만 달러임.

 

● 2014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3,68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 지난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관세율 등을 포함한 9월 말 WTO 통보 내용을 공표함.

●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하고, 수입량이 급증하

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

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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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적용, 국제

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1986~88

년을 적용함.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

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 5,228톤)은 총량쿼터로 전환함.

● 2013년 기준 중단립종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은 국내 산지 쌀값보다 높아 단

기적으로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금년도 국내 산지 쌀값 17만 858원/80kg과 비교하면 미국산 수입쌀의 국내공

급가능가격은 국내산보다 2.5~3.1배,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2.0배 높은 수준임.

국내외산의 품질 격차를 반영할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산에 프리미엄을 부과

하고 있어 수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결과,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쌀 수입 증가 가능성은 낮음.

중장기 국제쌀 가격 전망과 가격 급락 가능성, DDA 협상에 따른 관세 감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10년 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 당 15

만 1천원~41만 원으로 전망됨.

●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 증가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

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음.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추가로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국제 쌀 가격 변동, DDA 협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 UR협상 이후 수입쌀의 의무도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 40만 8천 톤

이 수입될 예정이고, 이는 2013년 쌀 생산량의 9.6%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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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쌀용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 대비 64.9% 수준으로 수입쌀 부정유통

의 유인으로 작용함. 

● 수입쌀 부정유통 실태를 보면,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2011년부터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이 밥쌀용 수입쌀임. 

● 이러한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임. 

수입쌀의 부정유통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쌀에 대한 이력추적제, 국내외산 

혼합금지 등 다양한 부정유통 방안들이 제기됨.

● 수입쌀 부정유통의 해결방안으로서 쌀 이력추적제 도입은 이력추적제의 개념이

나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비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양곡관리법의 국내외산 혼합규정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혼합금지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부정유통을 방지 효과가 큰 조치이지만, WTO TBT협정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반 가능성이 높음.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될 가능성이 있고, 수입산 쌀만 재포장을 금지할 경우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내외산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처벌에 대한 수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매참가 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공매업체 장부기록의 

작성을 독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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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농촌경제동향 2014년 가을호

Ⅰ. 국내경제 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4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2% 각각 증가함.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LCD, 스마트폰 등 전기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9% 감소함.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보건 및 사회복

지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1.4% 증가함.

● 2014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1.1% 증

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4년 3/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 2.9% 

증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 전기 대비 0.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총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기 대비 2.6% 감소,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고, 총수입은 기계류, 천연가스 및 운수서비스 등

이 줄어 전기 대비 0.7% 감소,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unpark@krei.re.kr), 심민희 연구원(min2727@krei.re.kr)

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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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p 2014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2.3 3.0 2.1 2.7 3.4 3.7 3.9 3.5 3.2

최종소비지출 2.2 2.2 1.6 2.4 2.3 2.4 2.6 1.5 2.0

(민 간) 1.9 2.0 1.7 2.1 2.1 2.2 2.5 1.5 1.6

총고정자본형성 -0.5 4.2 -2.6 5.0 5.9 7.8 5.9 3.4 3.7

(건 설) -3.9 6.7 1.9 9.8 8.8 5.4 4.3 0.2 3.0

(설 비) 0.1 -1.5 -12.7 -3.9 1.5 10.9 7.3 7.7 3.9

총  수  출 5.1 4.3 5.6 5.9 2.6 3.2 4.5 3.7 2.1

총  수  입 2.4 1.6 -0.6 1.4 0.6 4.9 3.5 2.7 2.5

  주: 2013p, 2014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연간 GDP 성장률은 3.5%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은 3.9%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금년

중 증가세는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에 따른 수출 증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전

망이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및 토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임.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2015e)

연간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 D P 3.0 3.7 3.3 3.5 3.7 4.1 3.9

민 간 소 비 2.0 2.0 1.9 2.0 3.3 3.6 3.5

설 비 투 자 -1.5 7.5 2.9 5.2 4.5 7.3 5.9

건 설 투 자 6.7 1.9 2.0 1.9 1.6 4.9 3.3

상 품 수 출 4.5 3.7 4.3 4.0 5.4 5.6 5.5

상 품 수 입 1.2 2.3 3.2 2.7 6.4 5.0 5.7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4.10.15. 발표한 ｢2014~15년 경제전망｣ 참고

     2. 2014
e)
, 2015

e)
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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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 2014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전년 동기보다  

0.4%p 높은 수준이며, 전 분기보다는 0.2%p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함. 

● 2014년 9월 취업자는 25,91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51천명 증가함.

● 9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전년 동월보다 0.5%p 높으며, 전월과 같은 수

준임.

● 9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조업(17만3천명), 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15만3천명), 도매및소매업(15만1천명), 숙박및음식점업(12

만3천명), 교육서비스업(6만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12만8천명), 금융

및보험업(-3만7천명), 운수업(-2만6천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1만9천

명) 등에서 감소함.

【 고 용 동 향】
단위: 천명, %

2013 2014 전년 
동기비
증감률1/4 2/4 3/4 4/4 연간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5,091 26,138 26,187 26,078 25,873 25,945 26,767 26,810 2.4 

(경제활동참가율) 59.9 62.2 62.1 61.7 61.5 61.3 63.1 63.0 - 

 취  업  자 24,184 25,326 25,410 25,346 25,066 24,913 25,790 25,927 2.0 

  ･ 농 림 어 업 1,167 1,686 1,724 1,504 1,520 1,179 1,631 1,603 -7.0 

  ･ 광  공  업 4,172 4,199 4,167 4,261 4,200 4,294 4,334 4,360 4.6 

    (제 조 업) 4,156 4,182 4,152 4,245 4,184 4,279 4,319 4,346 4.7 

  ･ 건  설  업 1,656 1,801 1,775 1,783 1,754 1,683 1,813 1,833 3.2 

 실  업  자  907 812 777 733 807  1,031 977 884 13.8 

실업률(계절조정) 3.3　 3.1 3.1 3.0 - 3.5 3.7 3.5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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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3.9 2014. 8 2014. 9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 제 활 동 인 구 26,186 1.7 26,775 2.7 26,766 2.2

취   업   자 25,466 1.9  25,885 2.3 25,917 1.8

(고   용   률) (60.4) (60.8) (60.8)

 ･ 농  림  어  업 1,737 1.5 1,596 -7.3 1,609 -7.4

 ･ 광  공  업 4,189 0.5 4,348 5.2 4,359 4.1

    (제 조 업) 4,174 0.5 4,335 5.3 4,347 4.1

 ･ 건  설  업 1,788 0.4 1,810 3.7 1,839 2.8

 ･ 도소매･음식숙박업 5,657 1.3 5,931 5.0 5,931 4.8

 ･ 전기･운수･통신･금융 3,075 2.8 3,016 -2.9 3,013 -2.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9,020 2.9 9,183 2.7 9,166 1.6

실   업   률 2.7 3.3 3.2

(계 절 조 정) (3.0) (3.5) (3.5)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4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대비

로는 1.5% 증가함.

● 2014년 8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전월 대비 8.3%), 가구 등 내구재(전월 대비 

1.2%), 화장품 등 비내구재(전월 대비 0.9%)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2.7% 

증가,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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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동향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1/4 2/4 3/4 4/4 1/4 2/4 7월p 8월p

소 매 판 매 0.3 1.2 0.7 1.2 2.5 0.7 0.6 2.1

(내 구 재)1 1.4 2.9 -1.4 -1.5 6.0 2.5 3.0 1.7

(준내구재)2 2.7 1.6 2.9 1.0 -1.8 -2.4 -2.8 4.5

(비내구재)3 -1.4 0.2 0.7 2.8 2.7 1.3 0.8 1.4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4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5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

(실질로는 1.1% 증가)함.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4.1%)이 증가하고, 임대소득 증가로 사업소득(0.7%)

이 증가

 재산소득(-10.8%), 비경상소득(-0.4%), 이전소득(-0.1%)은 감소

● 2014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7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실질로는 1.5% 증가)함.

 교통(5.9%), 음식･숙박(4.9%), 기타상품･서비스(6.1%), 보건(6.5%) 등의 지출

이 증가 

 전년에 비해 기온 상승으로 연료비 지출이 감소한 주거･수도･광열(-1.1%)과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통신비(-5.8%) 등의 지출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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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소       득 6.1 2.1 1.7 2.5 2.9 1.7 5.0 2.8

(경상소득) 6.2 2.3 2.1 3.0 2.8 1.7 4.4 2.9

(비경상소득) 4.3 -3.6 -8.5 -10.7 4.8 3.1 20.9 -0.4

소 비  지 출 2.7 0.9 -1.0 0.7 1.1 3.0 4.4 3.1

(식료품･비주류음료) 2.9 -0.3 -1.6 1.1 -2.5 2.3 2.1 2.0

(의류･신발) 5.9 2.2 4.8 0.5 0.9 2.6 -1.2 2.3

(교  통) 2.4 1.9 1.9 0.9 3.4 1.6 12.2 5.9

(교  육) -2.1 -1.8 -6.9 0.9 0.7 -0.2 2.6 0.5

(음식･숙박) 4.2 2.6 -0.1 0.4 4.6 5.2 6.1 4.9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4년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로 전분기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함.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로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1.2% 상승함.

상품은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0.5% 상승함.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1.2% 상승, 전년 동월대비 3.0% 하락함.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함.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 1.7%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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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지  수 107.6 107.4 107.9 107.8 107.7 108.8 109.1 109.4

(1.6) (1.2) (1.4) (1.0) (1.3) (1.1) (1.6) (1.4)

상      품 110.2 109.6 110.3 110.1 110.1 111.3 111.4 111.4

(1.6) (0.6) (1.2) (0.8) (1.1) (1.0) (1.6) (1.0)

농축수산물 115.2 111.5 113.5 107.4 111.9 109.7 109.1 109.7

(2.1) (-1.0) (0.2) (-4.0) (-0.6) (-4.8) (-2.2) (-3.3)

공업 제품 108.6 108.4 108.8 109.7 108.8 110.4 110.6 110.5

(1.0) (0.2) (1.1) (1.4) (0.8) (1.7) (2.0) (1.6)

서  비  스 105.4 105.7 106.0 106.1 105.8 106.8 107.4 107.8

(1.4) (1.7) (1.6) (1.3) (1.5) (1.3) (1.6) (1.7)

집  세 110.2 110.9 111.6 112.2 111.2 112.9 113.6 114.1

(3.0) (2.6) (2.6) (2.5) (2.7) (2.5) (2.4) (2.2)

공공서비스 100.9 100.9 100.5 100.8 100.8 101.6 101.6 101.5

(1.0) (0.7) (0.3) (0.6) (0.7) (0.7) (0.7) (1.0)

개인서비스 106.1 106.3 106.8 106.7 106.5 107.4 108.2 108.9

(1.2) (1.9) (1.8) (1.4) (1.6) (1.2) (1.8) (2.0)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7.6 107.9 108.1 109.3 109.5 109.4

상      품 109.7 110.3 110.9 111.2 111.4 111.5

농축수산물 110.6 115.3 114.5 108.2 109.8 111.1

공업 제품 108.6 108.3 109.4 110.7 110.6 110.3

서   비   스 105.9 106.1 106 107.7 107.9 107.8

집     세 111.3 111.6 111.8 113.9 114.1 114.3

공공서비스 100.5 100.6 100.6 101.7 101.4 101.4

개인서비스 106.8 107 106.8 108.7 109.1 108.8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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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5으로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함.

●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2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대비 0.4% 하락함. 

● 9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2.0으로 채소 및 과실, 축산물 등이 내려 전

월 대비 1.5% 하락함. 

● 9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3.1로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

비 0.4% 하락함.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하락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지  수 106.3 105.7 105.7 105.3 105.7 105.7 105.6 105.5

(-1.9) (-2.2) (-1.4) (-0.8) (-1.7) (-0.5) (-0.1) (-0.2)

농림수산품 105.6 100.9 102.8 98.1 101.9 104.2 102.6 102.7

(-5.7) (-7.8) (-5.9) (-4.5) (-5.9) (-1.3) (1.7) (-0.1)

광  산  품 106.8 107.6 108.3 110.0 108.2 110.4 110.4 109.7

(1.3) (1.3) (2.4) (4.4) (2.4) (3.4) (2.6) (1.3)

공  산  품 106.4 105.4 105.1 104.4 105.3 104.2 103.8 103.5

(-3.4) (-3.9) (-2.6) (-2.0) (-3.0) (-2.1) (-1.5) (-1.5)

전력/수도/가스 118.5 120.0 120.3 122.0 120.2 126.7 126.8 126.4

(5.1) (6.7) (5.1) (5.7) (5.7) (6.9) (5.7) (5.1)

서  비  스 104.2 104.3 104.7 104.9 104.5 105.5 106.0 106.5

(0.4) (0.1) (0.4) (0.5) (0.3) (1.3) (1.6) (1.7)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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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5.5 105.8 105.7 105.7 105.6 105.2

농림수산품 99.8 105.2  103.5  102.3 103.6 102.0

광  산  품 108.3 108.2  108.2  109.4 109.5 110.2

공  산  품 105.1 105.2  105.0  103.8 103.5 103.1

전력/수도/가스 120.0 120.4  120.4  126.4 126.4 126.4

서  비  스 104.5 104.7  104.7  106.4 106.6 106.5

자료: 한국은행

● 2014년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7.0으로 전분기 대비 0.2% 하락, 전년 동기대

비 8.2% 하락함.

● 9월 수출물가지수는 87.0으로 원화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

락하여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6.5% 하락함.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7%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함.

● 9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2.0으로 전월 대비 1.3%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

는 1.8% 하락함. 

●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6.9로 반도체･전자표시장치 등이 올랐으나 석유･화

학제품, 통신･영상･음향기기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

는 6.7%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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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지  수 93.8 95.5 94.8 90.7 93.7 90.7 87.2 87.0

(-6.5) (-4.5) (-2.8) (-3.1) (-4.3) (-3.3) (-8.7) (-8.2)

농림수산품 99.2 101.1 96.3 93.9 97.6 92.8 90.1 92.8

(-14.6) (-10.3) (-16.0) (-8.6) (-12.5) (-6.4) (-10.9) (-3.7)

농  산  물 149.5 157.5 155.8 146.3 152.3 152.7 151.6 151.1

(20.1) (11.0) (-7.9) (1.2) (5.0) (2.2) (-3.7) (-3.0)

수  산  물 86.3 86.3 80.2 80.1 83.2 77.9 75.1 78.1

(-24.2) (-18.1) (-20.6) (-13.2) (-19.3) (-9.7) (-12.9) (-2.6)

공  산  품 93.7 95.5 94.8 90.7 93.7 90.7 87.2 87.0

(-6.5) (-4.5) (-2.7) (-3.0) (-4.2) (-3.3) (-8.7) (-8.3)

화 학 제 품 109.0 108.6 108.1 103.9 107.4 103.8 99.3 101.3

(-5.7) (-4.8) (-1.0) (-3.7) (-3.8) (-4.8) (-8.6) (-6.3)

제1차금속제품 93.6 91.9 88.9 84.9 89.8 86.2 83.4 83.6

(-9.6) (-11.6) (-10.7) (-10.8) (-10.7) (-7.8) (-9.2) (-6.0)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96.0 95.3 93.1 87.0 87.1 87.0

농림수산품 98.0 97.1 93.7 93.1 93.2 92.0

농  산  물 158.1 156.7 152.5 150.2 151.0 152.2

수  산  물 81.9 81.1 77.8 78.6 78.6 77.1

공  산  품 95.9 95.3 93.1 86.9 87.1 86.9

화 학 제 품 108.6 108.9 106.7 101.2 101.8 100.9

제1차금속제품 89.3 90.0 87.5 83.4 83.8 83.4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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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94.1로 전분기 대비 2.1% 하락, 전년 동기대

비 9.1% 하락함.

● 9월 수입물가지수는 93.0으로 원화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등의 영

향으로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대비 8.8% 하락함.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대비 

3.6% 하락함.

 원재료의 경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6% 하락함. 

 자본재는 전월 대비 0.6% 하락, 소비재는 전월 대비 0.1% 상승함. 

● 9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97.2로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대비 

1.5% 하락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지  수 103.9 103.8 103.5 99.4 102.7 99.7 96.0 94.1

(-10.0) (-8.0) (-5.9) (-5.3) (-7.3) (-4.1) (-7.5) (-9.1)

농림수산품 103.2 104.9 100.6 95.5 101.0 98.9 99.5 97.1

(-5.2) (-4.4) (-6.0) (-7.7) (-5.9) (-4.1) (-5.2) (-3.5)

농  산  물 106.8 105.5 98.6 91.5 100.6 94.4 92.9 87.7

(-5.0) (-6.6) (-11.5) (-15.1) (-9.5) (-11.6) (-12.0) (-11.0)

축  산  물 109.0 113.0 111.9 109.6 110.9 115.4 118.7 122.6

(-1.7) (0.0) (1.2) (0.3) (0.0) (5.9) (5.1) (9.6)

광  산  품 121.2 120.8 122.7 117.1 120.5 117.5 113.4 108.5

(-12.7) (-8.9) (-5.6) (-3.3) (-7.7) (-3.0) (-6.1) (-11.5)

공  산  품 96.7 96.7 95.6 92.2 95.3 92.2 88.6 87.8

(-8.6) (-7.5) (-5.9) (-6.1) (-7.1) (-4.7) (-8.4) (-8.2)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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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3.8 104.5 102.1 94.9 94.2 93.0

농림수산품 102.3 101.0 98.6 97.0 97.0 97.2

농  산  물 100.6 98.9 96.2 89.2 87.4 86.6

축  산  물 113.0 112.4 110.5 120.3 123.2 124.3

광  산  품 121.8 124.4 121.8 111.3 108.7 105.6

공  산  품 96.4 96.4 94.1 88.0 87.9 87.5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4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1.7% 증가함

(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1.9% 증가).

● 2014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2년미만금전신탁, MMF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

 예금금리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특정금전신탁, MMF 등으로 자

금이 유입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0.8%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7.3% 

증가), 광의유동성(L)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0.7%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말대비 

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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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 동월대비, %

2013 201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11 10.7 12.1 11.3 10.9 9.8 10.1 9.1 10.0 9.3 9.2 11.9

M22 4.7 5.1 5.3 5.2 5.2 5.5 5.5 6.0 6.1 6.5 7.6

Lf3 6.7 6.8 6.6 6.7 6.4 6.4 6.2 6.6 6.7 6.9 7.3

본원통화
4 10.1 12.8 13.7 14.8 13.2 12.4 12.7 13.5 11.2 11.6 14.9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4년 9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9월 금통위(12일) 이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기대 

강화, 외국인 국채선물(3년) 순매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여 기준금리를 하회하였

다가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소폭 반등 

 회사채금리는 투자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큰 폭 하락

 9월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해외 중앙은행 및 글로벌펀드 자금을 중심으

로 순유입 전환

 

● CD(91일) 금리는 소폭 하락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국고채(3년) 2.89 2.85 2.87 2.88 2.84 2.75 2.56 2.54 2.41

콜  금  리
1 2.50 2.49 2.48 2.49 2.49 2.48 2.49 2.34 2.24

CD유통수익률(91일)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52 2.35

회  사  채
2 3.32 3.28 3.30 3.30 3.26 3.17 2.97 2.93 2.79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14

● 2014년 3/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55.2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020원 보다 

8원 하락함.

9월에 들어서 미국 경기회복 및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재부각 등에 

따라 글로벌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데다,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

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등

● 2014년 3/4분기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보다 4원 하락한 999원을 기록함.

【 원화 환율 동향 】

2013 201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060 1,059 1,045 1,072 1,068 1,063 1,032 1,020 1,012 1,027 1,015 1,054 

원/100엔 1,078 1,034  994 1,039 1,049 1,030 1,007 1,003 999 999 978 964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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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촌경제 동향2)

1. 농산물 물가지수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4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6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상승함.

채소류가 전년 동기대비 11.8%로 하락하였고, 축산물은 9.0% 상승함. 

농업용품의 경우는 사료가 전년 동기대비 2.7% 하락한 반면, 비료 및 농약이 

5.1%, 농업용 기계가 1.5% 상승함.

【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07.0 107.9 108.3 108.6 0.7 0.3 

식료품(이외) 105.6 105.5 105.4 105.3 -0.2 -0.1 

곡류 133.8 133.9 129.6 127.3 -4.9 -1.8 

채소 90.1 93.3 79.7 82.3 -11.8 3.2 

과실 118.6 115.5 128.3 126.0 9.1 -1.8 

축산물 92.3 96.6 106.9 105.2 9.0 -1.5 

육가공품 85.3 86.8 96.7 97.4 12.1 0.7 

낙농 116.3 123.2 129.1 128.0 3.9 -0.8 

과실 및 채소가공품 123.4 122.9 120.4 120.8 -1.7 0.4 

사료 117.6 117.8 115.5 114.7 -2.7 -0.7 

비료 및 농약 103.7 103.7 108.8 108.9 5.1 0.1 

농업용 기계 114.6 115.6 116.6 117.3 1.5 0.5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unpark@krei.re.kr)과 채상현 연구원(csh0331@krei.re.kr)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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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대비 0.2%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은 전분기대비 0.5% 상승함.

● 농산물의 경우, 곡물과 과실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채소는 상승하여 전분

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축산물은 전분기대비 2.2% 상승함.

【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 107.4 107.9 109.1 109.4 1.4 0.2 

농축수산물 111.5 113.5 109.1 109.7 -3.3 0.5 

농산물 117.6 117.4 105.2 105.1 -10.5 0.0 

곡물 127.2 127.7 123.3 122.3 -4.2 -0.8 

채소 99.6 102.5 79.7 87.0 -15.1 9.2 

과실 124.5 121.3 118.2 109.4 -9.8 -7.4 

기타농산물 150.7 142.7 131.2 131.5 -7.9 0.2 

축산물 98.5 105.8 111.5 114.0 7.8 2.2 

수산물 114.2 112.4 115.5 114.2 1.5 -1.2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4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쌀, 양파, 참깨 등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임.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농촌경제동향 2014년 가을호

Ⅱ. 농촌경제 동향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32.6 133.0 128.5 127.5 -4.1 -0.8 
콩(백태) 129.6 129.1 83.1 83.1 -35.6 0.0 
배추 73.7 101.1 34.0 68.2 -32.6 100.5 
무 77.5 82.1 52.6 59.5 -27.5 13.2 

고추(화건) 128.7 115.3 100.7 121.3 5.2 20.5 
마늘(난지) 81.7 59.8 62.8 76.2 27.5 21.4 

양파 191.0 94.7 65.3 55.2 -41.7 -15.4 
사과(후지) 118.7 114.8 144.4 152.9 33.3 5.9 
배(신고) 190.1 150.9 146.6 187.5 24.3 27.9 
느타리 101.3 122.2 105.0 117.2 -4.1 11.6 
참깨 115.5 114.4 105.1 104.1 -9.0 -0.9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3/4분기 곡물 가격 중 쌀은 전분기보다 0.8% 하락하였으며, 콩(백태)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임.

● 2014년 3/4분기 채소 가격은 양파를 제외한 배추, 무, 고추(화건), 마늘(난지) 등

의 품목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4년 3/4분기 과일 가격은 사과(후지)는 전분기보다 5.9%, 배(신고)는 전분기

보다 27.9%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3)

● 2014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한 

반면,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쌀, 닭고기, 사과, 오이, 양파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딸기, 배추, 무, 당근, 파, 마늘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

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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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 주요 농산물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8.5 128.8 126.2 125.2 -2.8 -0.8 

쇠고기(국산) 87.2 89.2 92.9 96.1 7.7 3.4 

돼지고기 100.0 115.0 123.4 128.5 11.7 4.1 

닭고기 104.2 109.8 107.4 99.0 -9.8 -7.7 

사과 139.2 139.4 123.0 122.7 -12.0 -0.3 

딸기 83.2 83.6 86.7 87.1 4.2 0.4 

배추 95.8 113.8 43.2 80.7 -29.1 86.5 

무 71.7 80.2 49.7 56.9 -29.0 14.5 

당근 179.9 110.0 100.2 129.6 17.8 29.4 

오이 86.9 96.2 85.7 84.2 -12.5 -1.8 

파 88.8 70.9 51.1 60.4 -14.8 18.3 

양파 195.6 114.0 89.6 74.9 -34.3 -16.3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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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3/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0.7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전

분기대비 0.3% 하락함.

신선채소는 배추, 무, 마늘, 버섯 등의 품목 상승으로 인하여 전분기대비 

9.5% 상승함.

신선과실은 대부분의 과실 품목의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0.3% 하락함.

【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11.8 111.4 101.0 100.7 -9.6 -0.3 

   신선어개 112.1 109.4 112.4 110.5 1.0 -1.7 

   신선채소 98.4 102.9 79.1 86.5 -15.9 9.5 

      배추 95.8 113.8 43.2 80.7 -29.1 86.5 

양배추 71.7 80.2 49.7 56.9 -29.0 14.5 

      무 102.9 110.5 106.8 115.3 4.4 8.0 

당근 86.9 96.2 85.7 84.2 -12.5 -1.8 

버섯 88.5 90.7 95.9 91.2 0.5 -4.9 

풋고추 71.4 85.2 72.7 66.3 -22.2 -8.7 

     호박 112.1 96.8 84.9 88.8 -8.2 4.6 

파 195.6 114.0 89.6 74.9 -34.3 -16.3 

      양파 124.5 121.3 118.2 109.4 -9.8 -7.4 

   신선과실 139.2 139.4 123.0 122.7 -12.0 -0.3 

      사과 172.9 168.8 124.6 123.2 -27.0 -1.1 

      배 124.9 136.5 136.2 114.0 -16.5 -16.4 

     귤 121.3 118.9 99.6 93.1 -21.7 -6.5 

딸기 79.4 80.3 94.7 96.9 20.7 2.3 

     바나나 102.3 72.2 100.2 63.8 -11.7 -36.4 

   기타신선 125.1 127.1 119.9 85.3 -32.9 -28.9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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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어업 취업자

● 2014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603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

소하였고, 전분기 대비 1.7% 감소함.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5.8% 감소한 904천 명이었고, 여성은 

8.5% 감소한 699천 명임.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3 2014 증감률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취
업
자

전산업 25,326 25,410 25,790 25,927 2.0 0.5 

(계절조정) (24,987) (25,163) (25,445) (25,669) (2.0) (0.9) 

농림어업 1,686 1,724 1,631 1,603 -7.0 -1.7 

(계절조정) (1,529) (1,550) (1,479) (1,440) (-7.1) (-2.6) 

남성 932 960 905 904 -5.8 -0.1 

여성 754 764 727 699 -8.5 -3.9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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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와 18~35시간 

취업자수, 36시간 이상 취업자수가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여 전체적인 취업자

수도 7.0% 감소하였음.

일시 휴직자는 20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하였고, 주당 평균시간

은 40.2시간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늘어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3 2014 증감률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전체 1,686 1,724 1,631 1,603 -7.0 -1.7 

1∼17시간 99 109 84 82 -24.8 -2.4  

18∼35시간 348 393 314 350 -10.9 11.5  

36시간 이상 1,224 1,205 1,222 1,152 -4.4 -5.7  

일시 휴직 14 17 12 20 17.6 66.7  

주당 평균시간 41.2 40.0 41.8 40.2 0.5 -3.8  

자료: 통계청

 

3. 농축수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4년 1∼9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과실류, 채소류, 인삼류 등의 수출이 증

가하고, 유제품,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4,566백만 달러임. 특히, 쌀과자가 미국시장에서 웰빙시리얼로 인식되면

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전년대비 214% 증가). 

● 농산물 수출액은 딸기 등의 채소류와 배, 사과 등의 과실류, 인삼, 새송이버섯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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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액은 가금육류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하여 전

년 동기대비 4.8%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467 4,148 2,669 4,566 8.2 10.1 

농 산 물 1,878 3,393 2,089 3,826 11.2  12.8  

축 산 물 96 322 82 338 -14.3 4.8 

임 산 물 492 433 497 402 1.1 -7.1 

 수 산 물 508 1,554 532 1,533 4.7 -1.4 

 전    체 2,975 5,703 3,201 6,098 7.6 6.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사과, 단감, 감귤 등의 과실류와 딸기 등의 채소

류, 특히, 돼지고기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9%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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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입 동향

● 2014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3,689백만 달러로 농산물, 축산물, 임산

물의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4,512 22,553 36,005 23,689 4.3 5.0 

농 산 물 23,131 14,285 24,341 14,477 5.2  1.3  

축 산 물 905 3,468 1,010 4,173 11.6 20.3 

임 산 물 10,476 4,801 10,654 5,038 1.7 5.0 

 수 산 물 3,753 2,763 3,731 3,235 -0.6 17.1 

 전    체 38,265 25,317 39,736 26,924 3.8 6.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당근, 아스파라거스 등의 채소류와 쇠고기 돼

지고기 등의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7.9%, 전월 대비 15.8%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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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9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채소류가 감소한 반면, 과실류, 

인삼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의 수출이 증가하

여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7억 2,200만 달러임.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62.2 693.9 581.6 722.0 3.4 4.0 

농 산 물 278.9 490.3 274.9 517.6 -1.4 5.6 

축 산 물 23.5 110.2 25.1 122.2 7.2 10.9 

임 산 물 259.9 93.4 281.5 82.3 8.3 -12.0 

 수 산 물 102.2 253.1 89.3 223.8 -12.6 -11.6 

 전    체 664.4 947.1 670.9 945.8 1.0 -0.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과실류 수출액은 전

년대비 24.4%, 낙농품은 27.3%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1.3 1.4 1.3 1.7 -0.5 20.7 

과실류 21.8 35.0 25.8 43.5 18.2 24.4 

채소류 1.2 9.4 0.9 8.5 -29.3 -9.4 

화훼류 1.0 6.1 0.4 3.2 -60.0 -48.0 

버섯류 0.1 0.2 0.0 0.0 -78.6 -73.5 

낙농품 8.2 53.6 11.5 68.3 39.8 27.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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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9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9억 8,120만 달러로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048.5 3,467.1 4,714.4 3,454.0 -6.6 -0.4 

농 산 물 2,830.0 2,027.4 2,431.7 1,891.0 -14.1 -6.7 

축 산 물 18.2 104.6 25.9 122.3 42.4 16.9 

임 산 물 2,200.3 1,335.0 2,256.8 1,440.7 2.6 7.9 

 수 산 물 635.5 719.1 569.1 837.2 -10.4 16.4 

 전    체 5,684.0 4,186.2 5,283.5 4,291.1 -7.0 2.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9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9억 8,120만 달러로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653.7 928.5 710.9 981.2 8.8 5.7 
농산물 600.9 858.5 655.3 907.5 9.1 5.7 
곡류 7.5 5.9 6.8 5.2 -9.1  -12.3  

과실류 7.2 17.3 5.7 15.6 -21.7 -10.1 
당류 9.9 26.9 14.6 39.1 47.5 45.1
박류 88.3 48.2 133.6 79.1 51.2 64.1

채소류 37.4 139.0 46.2 131.8 23.6 -5.2 
화훼류 4.1 30.9 2.8 19.8 -31.0 -36.0 
축산물 9.9 31.2 10.3 33.7 4.2 8.1 
낙농품 2.2 9.5 1.3 7.4 -38.2 -22.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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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액은 곡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당류, 박

류, 기타산식물 등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7% 증가함.

축산물 수출액은 낙농품의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포유가축류, 기타육류, 동물

성 유지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8.1% 증가함. 

● 2014년 1∼9월 일본으로 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

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89.1 344.3 520.1 361.3 33.7 4.9 

농 산 물 53.4 223.3 55.9 206.9 4.6 -7.3 

축 산 물 28.7 39.3 30.0 40.3 4.6 2.5 

임 산 물 307.0 81.8 434.2 114.2 41.4 39.7 

 수 산 물 45.8 89.6 23.0 70.9 -49.8 -20.9 

 전    체 434.9 433.9 543.1 432.2 24.9 -0.4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9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4억 2,5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함. 이는 미국의 저칼로리 무가당 제품 선호 트렌드로 기름에 

튀기지 않은 쌀과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여 쌀과자 수출액이 증가하고, 화

훼류와 버섯류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채소류는 딸기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채소종자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

기대비 20.8% 감소함.

 과실류는 사과, 배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함.

버섯류는 양송이버섯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수출

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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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50.4 371.4 167.0 425.5 11.1 14.6 

곡류 4.1 4.2 3.9 4.2 -5.1 -0.4 

과실류 8.2 14.7 7.2 17.6 -12.3 20.1 

채소류 3.5 21.0 3.7 16.6 3.9 -20.8 

화훼류 0.1 1.5 0.1 1.9 27.4 32.4 

버섯류 2.3 4.5 2.5 5.2 5.5 15.1 

낙농품 3.9 4.1 3.5 4.2 -10.1  3.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1∼9월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임산물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5.1%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782.1 4,540.4 9,368.1 6,132.9 95.9 35.1 

농 산 물 3,307.1 2,815.7 8,023.2 4,078.6 142.6 44.9 

축 산 물 298.3 1,089.0 343.2 1,421.3 15.1 30.5 

임 산 물 1,176.7 635.7 1,001.7 633.0 -14.9 -0.4 

 수 산 물 45.9 162.1 52.2 167.3 13.8 3.3 

 전    체 4,828.1 4,702.4 9,420.3 6,300.2 95.1 34.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9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낙농품 등 축산물, 임산물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

기대비 6.0% 증가한 2억 3,190만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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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함.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함.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함.

【 대EU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8.5 218.8 129.0 231.9 8.9 6.0 

농 산 물 114.8 202.6 124.6 214.1 8.6 5.7 

축 산 물 0.4 9.7 0.3 10.8 -14.2 12.4 

임 산 물 3.3 6.5 4.1 6.9 21.6 5.8 

 수 산 물 21.7 74.7 24.5 95.6 13.1  27.9  

 전    체 140.1 293.5 153.5 327.4 9.6 11.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1∼9월 EU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농산물 수입액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 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한 25억 3,740만 달러임.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9 2014. 1∼9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736.2 2,306.8 1,283.1 2,537.4 -26.1 10.0  

농 산 물 1,138.2 1,304.5 676.4 1,273.9 -40.6 -2.3

축 산 물 160.4 697.4 216.0 938.0 34.7 34.5 

임 산 물 437.7 304.9 390.7 325.4 -10.7 6.7 

 수 산 물 17.8 90.2 19.7 106.0 10.5 17.5 

 전    체 1,754.1 2,397.0 1,302.8 2,643.4 -25.7 10.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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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4)

1.1. 쌀

【 산지 쌀 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 2014년 3/4분기 동향

 2013년산 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전년대비 상

승하였으나, 2014년 들어 하락세를 지속함.

 2013년산(구곡)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20kg당 4만 1,827원으로 전년대비 

5.2% 하락하고, 4.5%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함.

 금년 상반기까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작년보다 많았으나, 단경기 들어 

재고부담을 안고 있던 일부 업체들이 판매를 늘리면서 9월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1만 4천 톤 감소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부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공민지(kmj@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최선우(opendoyon@ 

kre.re.kr), 이동주(djlee@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30

● 2014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2014년산(신곡) 산지 쌀값은 벼 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어 10월 평균 20kg당 4

만 2,967원으로 전년대비 3.7% 하락함.

 10월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쌀 단수는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지만,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1% 감소하여 2014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대비 1.1%(4만 6천 톤) 감소한 418만 4천 톤

 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신곡수요량(400만 톤)을 초

과하는 18만 톤을 10월 중순 쌀 수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장격리

를 추진하기로 결정

 수확기 시장공급가능물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하여 가격 상승요인이 있으나, 

단경기 4.5%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하였고, 이월재고량은 전년대비 15.2%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확기 쌀값은 전년대비 6.0% 내외로 하락 전망

 그러나, 정부가 18만 4천 톤을 격리하면, 시장공급가능물량이 전년대비 6.8% 

줄어들어 감소폭이 커짐에 따라 수확기 쌀값은 전년대비 4.4% 내외로 하락한 

20kg당 4만 1,900원 수준으로 격리조치가 없을 시보다 약 1.7% 높아질 전망

【 2014년산 수확기 산지 쌀 가격 전망 】

　구    분
2013년산

(확정)

2014년산(전망) 전년대비(%)

격리 없을 시 18만 톤 격리 시 격리 없을 시 18만 톤 격리 시

생산량(A)1) 4,230 4,184 -1.1

정부 매입량(B)2) 367 400 584 9.0 59.1

시장공급가능물량

(C=A-B)
 3,863  3,784  3,600 -2.1 -6.8

수확기가격 43,820원 41,200원 내외 41,900원 내외 -6.0 내외 -4.4 내외

  주: 1) 2014년산 생산량은 통계청 예상 생산량 적용

     2) 2014년산 정부매입량(격리 없을 시)은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물량 37만 톤과 

        ASEAN+3 비상쌀비축제 물량 3만 톤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농촌경제동향 2014년 가을호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2. 콩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3/4분기 동향

 국산 콩의 10월 30일까지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33.22%. 평년대비 30.41% 

하락한 3,930원/kg임.

 국산 콩 도매가격은 식용 콩 수입량 증가와 정부 및 산지 일부 유통업체의 재고

물량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4/4분기 전망 

 2014년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감소한 7만 6,303ha로 예상되며 콩 단수는 

191kg/10a 수준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하고, 전체 콩 생산량은 14만 5,756톤으

로 전년대비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산 콩나물 콩은 제주와 전남지역의 기상악화로 인해 단수는 189kg/10a로 

전년대비 8.6% 감소하고, 생산량은 1만 3,567톤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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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곡물

【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

단위: 2000년 1월 = 100

  주 1)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쌀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Rough rice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4년 3/4분기 동향

 3/4분기 주요 국제곡물 선물가격(밀, 옥수수, 콩, 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호조로 인한 단수 증가, 우호적 거시경제요인(달러화 강세, 유가 

안정), 선물시장 월물 전환 등의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21.0% 하락함.

 밀은 풍부한 공급량 및 수출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에 따른 흑해지역 

정정불안 완화 등으로 전 분기 대비 19.0% 하락함.

 옥수수는 역대 최대 생산량 전망, 미국 기상호조에 따른 양호한 생육 수준 지속 

등의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24.9% 하락함. 

 콩은 기상호조로 인한 미국 생산량 증가 전망, 콩 가공마진 하락에 따른 중국 

콩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21.8% 하락함.

● 2014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4/4분기 주요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밀, 옥수수, 콩, 쌀의 교역량 기준 가중평

균)는 전 분기 대비 9.1% 하락한 196.8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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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옥수수, 콩의 양호한 생육 수준 유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미국 겨울 밀의 

원활한 파종 진행 등의 하락요인과 가뭄에 의한 브라질 파종 지연, 미국 옥수수

와 콩의 더딘 수확 등의 상승요인이 혼재된 상황이나 2014/15년 밀, 옥수수, 콩

의 생산량이 역대 최대 전망으로 향후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됨.

 세계 주요 곡물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4억 9,710만 톤, 기말재고

량은 전년 대비 10.83% 증가한 6억 3,854만 톤,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한 26.4%로 전망됨. 생산량 증가와 이월재고량 증가로 기말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곡물 선물시장은 비상업 매수 포지션이 증가와 수급 측면의 상승요인들로 

인해 10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밀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중국, EU-28, 인도 등의 소비량 

증가로 기말재고량이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 감소 

전망은 선물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옥수수는 2013/14년의 풍작에 의한 이월재고량 증가, 2014/15년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기말재고량이 전년 대비 2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남미(브

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감소전망은 향후 선물가격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예

상됨.

 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2013/14년 풍작으로 이월재고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8.7%) 전망으로 기말재고량이 전년 대비 3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

지만 콩 수입수요 증가 등의 선물가격 상승요인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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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엽근채소5)

2.1. 배 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3/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6%, 15% 낮았음. 

 7월에는 6월 하순부터 지속된 가뭄 및 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8~9월에는 적절한 기상에 따른 출하

량 증가 및 대체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로 작년보다 하락하였음. 

* (2014) 6,154원/10kg, (2013) 8,310원, (평년) 7,269원

● 4/4분기 전망

 가을배추 생산량은 생산량이 많았던 작년보다 12% 많고 평년보다는 17% 많

을 것으로 전망됨.

*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한 15,233ha, 단수는 작년보다 11% 증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이금호

(leekumho@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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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11,330kg/10a으로 추정되어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 평년보다 17% 증가 전망

 4/4분기 배추 도매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됨.

* 4/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10월 이후 출하될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

(4,643원)과 평년(5,425원) 동기보다 낮을 전망

● 2014년 겨울배추 생산 전망

 금년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마늘, 양파의 낮은 시세에 따라 겨울배추로 작목이 전환

되면서 작년보다 3% 증가한 3,990ha로 추정됨.

 겨울배추 추정단수는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됨.

* 따라서 겨울배추 추정 생산량은 작년보다 7% 증가한 28만 7천 톤으로 전망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3/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0%, 36% 낮았음. 

 가격 약세에 따른 월동무 저장 출하 지연과 소비 부진으로 3/4분기 봄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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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무 출하기 가격이 작년 및 평년보다 낮았음. 작년 가을무 출하기 이후 

가격 약세 지속되고 있음. 

* (7월) 8,372원/18kg, (8월) 7,792원, (9월) 10,029원

* (2014 3/4분기) 8,731원/18kg, (2013 3/4분기) 12,404원, (평년 3/4분기) 13,615원

● 4/4분기 전망

 가을무 및 월동무 생산량 작년보다 적지만 평년과 비슷할 전망됨.

* 가을무 재배면적은 7,182ha로 작년 및 평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

* 가을무 생산량은 추정 단수를 적용할 경우, 58만 5천 톤으로 작년보다 9% 적

고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

* 월동무 재배면적은 4,189ha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 감소할 것으로 

조사

* 월동무 생산량은 추정 단수를 적용할 경우, 26만 9천 톤으로 작년보다 10% 적

고 평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추정

 4/4분기 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4분기 무 도매가격은 소비 부진과 대체재 가격 약세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

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가을무 및 월동무 재배면적

 2014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파종기 가격 약세로 작년 및 평년보다 

5% 감소한 7,182ha6)로 조사됨.

 2014년 월동무 재배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사 결과, 작년 출하기 및 파종기 가

격 약세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 감소한 4,189ha로 나타남.

6) 통계청 가을무 재배면적 조사결과, 작년보다 27% 감소한 5,498ha로 발표됨. 농업관측센터 관측치와 큰 차

이가 있으며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농업관측센터 조사결과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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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자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감자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3/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저장봄감자, 고랭지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11%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9% 낮았음.

 * (2014) 18,584원/20kg, (2013) 16,700원/20kg, (평년) 20,486원/20kg

● 4/4분기 전망

 내륙지역 및 제주도 가을감자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감소할 전망됨.

* 내륙지역 가을감자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평년보다 51% 감소한 5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년 감자가격 약세와 파종기 강우로 재배면적이 13%, 단수는 

병해로 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제주도 가을감자 생산량은 작년보다 16%, 평년보다 55% 감소한 1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초 대지감자 출하기 가격 약세와 파종기 지속적인 강우로 

재배면적이 15%, 단수는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

 4/4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저장감자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

로 전망됨.

* 다만, 생육기에 향후기상여건(서리, 한파 등) 및 병해의 영향을 받을 경우 출하

량과 가격은 변동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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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3/4분기 도매가격은 저장봄당근 출하조절과 고랭지당근 작황부진으로 출하량

이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임.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7% 증가하고 단수는 6% 감소하여 생산량

은 작년보다 28% 증가한 3,900여 톤 수준임.

 3/4분기 당근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4만 4,193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38%, 37% 상승함. 

  * (2014년) 44,193원/20kg, (2013년) 31,985원/20kg, (평년) 32,178원/20kg

● 4/4분기 전망

 가을･겨울당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각각 7%, 8% 증가하고 작황 역시 양호

할 것으로 조사되어 강세를 지속했던 당근가격은 가을당근과, 겨울당근이 동

시 출하되는 11월 중순이후 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4/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가을･겨울당근 출하량 증가로 12월까지 상품 20kg

당 1만원 중반대의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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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양 배 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9∼201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전망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준고랭지양배추와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여

름철 적절한 기상여건으로 양배추 작황이 양호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7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이 10% 증가하고 단수는 1% 감소하여 생산량은 작년

보다 8% 증가.

 3/4분기 양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3,547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52%, 41% 낮은 수준임. 

  * (2014년) 3,547원/8kg, (2013년) 7,372원/8kg, (평년) 5,968원/8kg

● 4/4분기 전망

 가을･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각각 5%, 7% 증가하고 작황 역시 양호

할 것으로 조사되어 약세가 지속되었던 양배추가격은 11월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가을,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생

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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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념채소7)

3.1.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

  주1: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2: 평년 도매가격은 2009년 8월～2014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도매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 3/4분기 수급 동향 

 건고추(화건) 3/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0% 높은 

8,04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산지가격은 14% 높은 6,160원 수준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8,040원/600g → (전년) 7,300 → (평년) 8,360

* 산지가격: (금년) 6,160원/600g → (전년) 5,390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3/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1,165톤)의 1/2수준인 

598톤임.   

 2014년산 재배면적은 2013년산보다 20% 감소한 3만 6,120ha로 확정 발표됨

(통계청, 8.28).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국승용 연구위원(gouksy@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

(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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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8.4 -12.7 -22.3 -17.6 -21.6 -23.3 -19.9 -21.7 -20.4

자료: 통계청. 

 10월 20일 지역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산 건고추 10a당 전체 수

확량은 전년보다 14~17% 적은 217~223kg으로 조사됨.      

* 고추 정식기(4~5월) 이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바이러스 및 생리장해가 발

생하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며, 8월에는 집중 호우

로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여 금년산 고추 작황이 전년 대비 부진함. 

 재배면적(36,120ha)에 추정 단수(217~223kg/10a)를 적용할 경우, 2014년산 건

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2~33% 적은 7만 8,400~8만 500톤이 될 것으로 전

망됨. 

【 2014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

연산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2014
2013
평년

36,120
45,360
44,920

217~223
260
234

78.4~80.5
117.8
105.3

증감률
(%)

전년 -20.4 -16.5~-14.2 -33.4~-31.6

평년 -19.6 -7.3~-4.8 -25.5~-23.5

  주: 2014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4/4분기 동향 및 전망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0월 평균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월보

다 26% 높으나, 전월보다는 5% 하락한 6,090원임. 화건 평균 도매가격은 전

년 동월보다 26% 낮고, 평년과는 비슷한 8,680원임. 

 2014년산 고추 작황은 좋지 않으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4/4분기 가격은 약세

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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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 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9년 6월∼2014년 5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4분기 수급 동향

2014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3/4분기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전년보다 27% 높으나 2013년산 이월재고량이 많아 평년보다 2% 낮음. 깐마

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 높고, 평년보다 15% 낮음.

* 난지형: (금년) 3,344원/kg, (전년) 2,623원/kg, (평년) 3,410원/kg

* 깐마늘: (금년) 4,448원/kg, (전년) 4,330원/kg, (평년) 5,210원/kg

국내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3/4분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25% 많은 수준

* 수입량: (금년) 15,810톤, (전년) 12,638톤, (평년) 15,848톤

● 2014년산 재고량 2013년산보다 23% 감소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표본 조사 결과(10. 20), 10월 말 기준 2014년산 마늘 

출고량은 약 1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13% 많으나 평년보다 적은 수준

감모를 감안한 저장마늘 추정 재고량은 약 8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적음.

2013년산 정부 수매･비축 이월재고량 9,378톤 중 7월부터 6,927톤이 방출되어 

통(피)마늘 재고량은 2,45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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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산 마늘 정부 수매량은 총 1,973톤이고, 이 가운데 난지형 남도종이 약 

95톤, 대서종이 1,879톤임.

【 2014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 】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4 105,354 16,869 2,601 85,884 

2013 130,269 14,959 4,166 111,144 

증감률 -19.1 12.8 -37.6 -22.7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4년산 2.9%, 2013년산 3.6%)을 적용하고, 정부 수

매･비축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4% 감소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14년산보다 4% 감소 

* 난지형 남도종 주산지인 호남, 제주지역의 재배의향면적은 감소하고, 대서종 

주산지인 영남지역 재배의향면적 증가

* 품종별 재배의향은 한지형이 5%, 난지형은 3% 감소하고, 난지형 마늘에서는 

남도종이 10% 내외 감소한 반면, 대서종은 약 7% 증가 전망

농업관측센터 재배의향 조사 결과를 적용한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4,144ha로 2014년산보다 4%, 평년보다 6% 감소 추정

【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2014년산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형 -9.7 - -1.6 - -4.6

난지형 13.0 -6.4 3.8 -18.3 -3.4

전  체 -3.4 -6.4 2.5 -18.3 -3.7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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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
단위: ha, %

연산 충청 호남 영남

2015 5,038 19,105 24,144

2014 5,282 19,780 25,062

평 년 5,668 20,089 25,757

전년 대비 -4.6 -3.4 -3.7

평년 대비 -11.1 -4.9 -6.3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4/4분기 전망

2014년산 마늘 저장량이 감소하고 10월 난지형 마늘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

은 전년보다 25% 높은 상품 kg당 3,399원임. 

2014년산 마늘 재고량이 적어 4/4분기 난지형 마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전

년 동기(2,754원/kg)보다 높으나 2013년산 이월재고에 대한 부담으로 평년 수

준의 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3.3. 양 파

         【 도매가격 동향 】                  【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9년 4월~2014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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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분기 수급 동향

 3/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1%, 40% 낮은 520원임. 일 평균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8% 많

은 약 660톤임. 

* 도매가격:　(금년) 520원/kg → (전년) 878원 → (평년) 861원

* 반입량:　(금년) 661톤 → (전년) 567톤 → (평년) 613톤

 10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54%, 40% 낮은 525원임. 

● 2014년산 양파 저장 동향 

 2014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6%, 27% 증가한 77만 톤임. 

저장업체 조사결과(10. 20), 저장비를 고려한 출고원가는 450원인 것으로 조

사됨. 

【 저장업체 양파 재고량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천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4년

2013년

평년

771

662

605

167

143

152

53

42

44

550

478

409
증감률

(%)

전년 16.4 17.3 27.3 15.2
평년 27.4 10.2 20.3 34.5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4년 8.8%, 2013년 8.0%, 평년 9.7%)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2014년산 저장양파 출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10% 증가한 16만 7

천 톤임. 

 감모율은 전년(8.0%)보다 증가한 8.8%인 것으로 조사됨. 감모를 감안한 저장

양파 재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5%, 35% 증가한 55만 톤으로 추정됨.  

 2014년산 양파의 정부 수매･비축량은 7,333톤이며, 가저장 양파의 정부 산지폐

기물량은 2,254톤임. 

● 4/4분기 전망

 4/4분기 양파 상품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3/4분기(520원/kg)의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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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0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2015년산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은 

2014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8%,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2015년산 양파 재

배면적은 2만 1,912ha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014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1%, 14% 감소하며, 중만생종

은 2014년산보다 9%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제주, 전남 고흥지역 등의 조생종 양파 정식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정식상

황은 양호

* 중만생종은 논 양파 재배비중이 높은 영남지역에서 10월 하순 비가 내려 정

식시기가 3∼5일 지연

【 2015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14년산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조생종
중만생종

-
0.2

 -5.0
-14.3

 -4.9
 -8.9

-
-12.9

-
-9.8

 4.4
-7.6

-1.3
-9.4

전체 0.2 -13.3  -8.3 -12.9 -9.8  2.8 -8.4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5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

단위: ha, %

2015년 2014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1,912 23,911 22,018 -8.4 -0.5

  주: 2015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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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9년∼2013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수급 동향

 대파 3/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986원(중품 837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

비 각각 21%, 35% 낮음.

* (금년) 986원/kg → (전년) 1,246원 → (평년) 1,526원

* (7월) 939원/kg → (8월) 1,105원 → (9월) 1,035원 → (10월) 865원

 경기･강원지역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중･하품 출하비중이 높았음.

 가격 약세로 출하가 지연되어 대기물량이 많았고 9월 이후 출하량이 급증하

면서 가격 하락폭이 컸음.

 국내산 대파 가격 약세가 지속되어 7~9월 대파 총 수입량은 전년(14,228톤) 

전년 대비 4% 감소한 13,703톤이 수입됨.

* (금년) 13,703톤 → (전년) 14,228톤 → (평년) 14,006톤

● 4/4분기 수급 전망

 4/4분기에는 경기･강원지역 출하 종료 이후 출하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겨

울대파 주산지인 호남(진도,신안)지역 노지대파가 주 출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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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강원지역 출하 연장과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대파가격은 전년 동기(상품 1,210원/kg)보다 낮은 900∼1,000원/kg으

로 약세가 전망됨.

* 가격 약세로 호남지역 포전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나,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10. 21) 금년 12월~내년 4월 출하 예정인 대

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주산지인 호남지역은 고운과 가뭄으로 초기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기상여건이 

좋아 생육이 회복되고 있어 출하량 증가가 예상됨.

【 겨울대파 재배면적 및 대파 정식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겨울대파 재배면적 - 7.9 1.3 4.5 1.9
11월∼내년 1월 

정식의향
-0.8 0.2 -7.6 -5.5 -4.8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중국 대파 주산지인 산동성 지역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지 가

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내산 대파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량은 3/4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5월 이후 대파가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물량이 많아 3/4분기 대

파가격은 전년 동기(상품 1,284원/kg)보다 낮은 1,000∼1,100원/kg으로 전망됨.

* 7월 21일 표본농가 조사결과, 가격 약세로 8월 출하면적은 4% 감소하였으

나, 가격 상승 시 일시적인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가을대파 재배면적 증가와 가격 관망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가을･겨울대파 출

하 면적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격 약세로 겨울대파 정식의향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남지역 노

지대파 정식면적 증가로 겨울대파 출하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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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겨울대파 정식면적 및 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8∼10월 정식의향 -8.7 -5.0 -7.8 -2.3 -4.5

겨울대파 면적 -0.6 2.5 2.4 -2.7 1.2

가을,겨울대파 면적 10.0 8.6 2.7 -5.1 5.6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고자리파리, 잎굴파리 등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어 상품 출하비중은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며, 향후 기상상황과 관리 여부에 따라 추가 단수 감소가 예상됨.

재배면적이 증가한 중국 산동성 지역 수확이 본격화되어 산지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산 대파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량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3.5. 양념채소 중기선행관측

● 4/4분기 특징

 마늘･양파는 저장고에 저장된 물량의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

 건고추는 10월 중하순 수확이 종료되며, 농가는 직거래 등을 위한 소량의 물

량만을 보유하고 대부분의 건고추는 출하됨.

 대파는 10월까지 경기･강원 지역의 대파의 출하비중이 높으며, 11월에는 경

기･강원지역의 대파 출하비중이 높은 가운데 전국에서 대파의 출하기 이루어

짐. 12월부터는 남부 해안 지방에서 출하되는 대파의 비중이 증가함.

● 4/4분기 양념채소 전망

 2014년산 건고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

만 이월재고량이 많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고, 평년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됨. 작황이 부진하여 특품의 비중이 작고, 출하를 조기 종료하

는 농가가 많아 수확 후기의 중하품도 많지 않은 상황임. 중품의 비중이 높

아 전반적인 시세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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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산 마늘 입고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가 보유한 전년산 비축 

물량이 방출되고 있어 시장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 비축물량 

방출이 종료되는 11월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12월부터 소폭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양파는 입고량이 많아 10∼11월은 500∼550원/kg 수준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농산물 수확작업과 겨울 채소 정식 작업 등이 종료되면 농촌인력 조달

이 비교적 용이하여 양파 저장업체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1월 중

순부터 양파 출하량이 증가하여 12월에는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경기･강원지역의 출하 대기물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11월 하

순부터는 경기･강원지역의 출하가 종료되고 호남지역의 출하 비중이 증가할 

전망임. 12월 출하예상면적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11월 출하 예정물

량이 가격 약세로 출하가 지연될 수 있어 12월 가격은 전월대비 강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임.

4. 과일8)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 

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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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4분기 동향 

 3/4분기 사과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 증가(전년대비 27%)로 

전년보다 21%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1천원이었음.

● 2014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전년대비 -17%)로 전년보다 24% 높은 상

품 15kg 상자에 5만 8천원이었음.

 11월 후지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전년보다 적고, 품질도 양호할 것으로예상되

어, 상품 15kg 상자에 전년(4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이후에는 사과 저장량 감소(전년대비 -2%)로 가격이 전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생산량 전망

 사과 생산량은 성목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3% 적지만, 평년에 비해 7% 

많은 48만 1천톤으로 전망됨. 만생종 후지 생산량은 28만 1천톤으로 전년보

다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사과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4년(A) 21,399 2,248 481

2013년(B) 21,602 2,285 494

평년 21,193 2,115 450

증감률(A/B) -0.9 -1.6 -2.5

 주: 생산량은 유목에서 생산된 물량도 포함시켜 산정한 수치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전망치(2014년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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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3/4분기 동향

 7월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2013년산 재고량 부족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3만 8천원)보다 크게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7만 2천원이었음.

 8월과 9월은 2014년산 배 반입량이 증가한데다, 모양과 당도도 좋지 않아 전

년보다 각각 23%, 39% 낮은 3만 7천원, 2만 5천원이었음. 

● 2014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신고 도매가격은 전년(2만 8천원)보다 7% 낮은 2만 6천원이었음. 반입

량은 전년보다 20% 가량 적었음에도 가격이 낮았던 것은 품질(모양, 당도)이 

좋지 않고 소비가 부진하였기 때문임.

 11월 이후 배 도매가격도 저장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전망

 올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2% 많은 28만 8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이 전

년보다 4% 줄었지만, 작황 호조로 단수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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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4년 12,230 2354 288

2013년 12,727 2,217 282

증감률 -3.9 6.2 2.0

 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전망치(2014년 단수)

4.3. 감귤

  【 하우스온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하우스온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3/4분기 동향

 7월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증가하여 상품 3kg 

상자에 1만 9천원으로 전년(2만 3천원)보다 15% 낮았음. 

 8월과 9월은 조기착색으로 인한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각각 20%, 17% 낮

은 1만 8천원, 1만 9천원이었음. 

● 2014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전년(1만 7천원)보다 7%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

만 5천원이었음.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18% 증가한데다 품질도 전년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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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이후에도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전망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55만 6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

적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작황호조로 단수가 2% 증가하였기 때문임. 

【 감귤(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4년 16,865 3,295 556

2013년 17,165 3,227 554

증감률 -1.7 2.1 0.3

 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전망치(2014년 단수)

4.4. 단감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단감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3/4분기 동향

 9월 서촌조생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보

다 29%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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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부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전년(2만 8천원)보다 20% 낮은 2만 

1천원이었음. 이는 생산량 증가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22% 증가하였기 때문임.

 11월 이후에도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은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전망

 올해 단감 생산량은 작황호조로 단수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

다 8% 증가한 17만 3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부유가 전년보다 9%, 차랑이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단감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4년 11,146 1,553 173

2013년 11,589 1,384 160

증감률 -3.8 12.2 7.9

 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전망치(2014년 단수)

4.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포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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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4분기 동향 

 3/4분기 포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kg당 2,538원으로 전년보다 

32% 낮았음. 이는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 가락시장 반입량이 전년보다 

33%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4년 4/4분기 동향

 10월 포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캠벨얼리가 1만 3천원, 

MBA 1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 42% 낮았음. 이는 작황 호조로 노지포

도 생산량이 늘어 반입량이 전년보다 20% 가량 많았기 때문임.

 11월 포도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임. 포도 출하량은 전년보다 적지만, 

대체과일인 사과･감귤･단감 등의 출하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임.

● 생산량 전망

 올해 포도 생산량은 작황 호조로 인한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많은 27만 

2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작형별로는 시설포도가 성목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많은 5만톤으로 

추정됨. 노지포도는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3% 줄었지만, 작황 호조로 단수가 

8% 증가하여 전년보다 5% 많은 22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포도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시설

2014년 2,553 1,971 50

2013년 2,532 1,912 48

증감률 0.8 3.1 4.0

노지

2014년 11,466 1,931 221

2013년 11,836 1,790 212

증감률 -3.1 7.9 4.5

전체

2014년 14,019 1,938 272

2013년 14,368 1,812 260

증감률 -2.4 7.0 4.4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0월 31일 기준 전망치(2013～14년 작형별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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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복숭아

   【 유모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복숭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3/4분기 동향

3/4분기 복숭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60% 많아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7월 천도계 품종인 선프레 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전년보다 35% 낮았음. 

 8월 유모계 품종인 천중도백도 가격은 상품 4.5kg 상자에 전년보다 31% 낮았

고, 9월 유모계 품종인 엘버트 가격도 전년보다 31% 낮았음.

【 복숭아 생산량 전망 】

단위: 천톤, %

2014년 2013년 증감률

유모계

조생종 45 41 11.8
중생종 78 69 13.5
만생종 53 46 13.7

계 176 156 13.1

천도계

조생종 16 15  9.8
중생종 17 16  9.4
만생종 8 7 11.1

계 41 37  9.9
전 체 217 193 12.5

 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자료: 통계청(2013년 전체 생산량),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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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추정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많은 21만 7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품종별로 

조생종 생산량이 전년보다 11%, 중･만생종이 각각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7. 수입과일 동향

● 체리 ․ 망고･자몽

7~9월 체리 수입량은 6,401톤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미국 북서

부지역(워싱턴, 오레곤) 현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7~9월 망고 수입량은 최근 국내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42% 증가한 

2,077톤이었음.

7~9월 자몽 수입량은 가정용 및 요식업체(주스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보

다 94% 증가한 5,653톤이었음.

● 바나나 ‧ 파인애플

7~9월 바나나 수입량은 필리핀 현지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7~9월 파인애플 수입량은 1만 8천톤으로 전년보다 11% 많았음.

● 오렌지 ‧ 포도

7~9월 오렌지 수입량은 5,423톤으로 전년보다 7% 적었음. 이는 국내과일의 

생산량 증가로 7~9월 평균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업체가 수입을 꺼렸기 

때문임.

7~9월 포도 수입량은 청포도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17% 많은 2,345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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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채9)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7월 3만 100원, 8월 5만 1,200원, 

9월 2만 4,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3만 5,2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 높

았으며, 평년보다는 6% 낮았음. 

 3/4분기는 강원지역의 여름작형 출하가 많은 시기인데, 강원 홍천에서 고랭지 재배면

적이 증가하였고, 화천은 시설지원사업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음. 7월은 작황도 

양호하여 반입량이 작년보다 19% 많았던 반면, 8월은 강원지역의 잦은 비로 생육

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33% 적었음. 7~9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1% 적었으나, 평년보

다는 7% 많았음.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7월 1만 1,500원, 8월 2만 4,800원, 9월 

9,2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6%, 19% 낮은 1만 5,200원이었음.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이장은

(leeje@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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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21% 낮은 상

품 100개에 2만 4,300원이었음.

 백다다기오이 11월 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 이는 예년보다 이른 추위로 인해 

충청지역의 출하가 감소하겠으나, 영남지역의 겨울작형 정식의향 확대로 하순 출하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10월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만 1,900원으로 작년보다 

32% 낮았음.

 취청오이는 충청지역의 작황부진으로 11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7월 6,700원, 8월 1만 6,100원, 9월 9,900원

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만 9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9%, 32% 

낮았음.

 7∼9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24% 많았음. 충청지역에서는 애호박으로 전환하는 농

가가 많았고, 신규시설재배가 증가하는 등 출하면적이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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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충청지역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11% 낮

은 상품 20개에 1만 1,500원이었음.

 11월은 충청지역의 출하가 차츰 감소하면서 하순부터는 영남지역의 출하가 시작될 

전망. 하지만 이른 추위로 인해 충청지역의 작황이 부진하고, 영남지역에서도 정식

을 늦춰 출하시기가 작년보다 지연될 전망. 출하량은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12월부터는 영남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출하량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1만 300원, 8월 1만 

3,300원, 9월 2만 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만 4,6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5%, 38% 낮았음. 

 일반토마토 7∼9월 평균 반입량은 작년보다 55% 많았음. 이는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서 신규 시설면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도 좋

았기 때문임.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7월 7,800원, 8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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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9월 1만 8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9,2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

다 각각 48%, 43% 낮았음.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7월 8,200원, 8월 

9,600원, 9월 1만 1,4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9,700원으로 작년보다 

25% 낮았음.

 방울토마토 7∼9월 전체 평균 반입량은 작년보다 53% 많았음. 반입량이 작년

보다 많았던 것은 주산지인 강원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 평택, 충남 부여 등지

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도 좋았기 때문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재배면적이 증가한 강원･호남지역

에서 출하가 이어져 상품 10kg 상자에 1만 7,800원으로 작년보다 37% 낮았음.

 11월부터는 5kg 상자 비중이 높은 유럽계 품종의 출하량이 많아지는 시기로 

전북 장수를 비롯한 경남 사천, 창녕 등지에서의 시설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량

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1~12월 가격은 출하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10월 원형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1,100

원으로 작년보다 30% 낮았음. 대추형도 3kg 상자에 1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10% 낮았음. 이는 강원･경기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4/4분기 품종별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충청･호남지역에서 원형 재배농가가 대

추형으로 전환이 많아 원형은 작년보다 감소, 대추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 3/4분기 동향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7월 1,375원, 8월 893원, 9월 991원이

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086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 동기보다 각각 39%, 

31%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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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분기 반입량은 작년의 높은 수박가격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28% 많았음.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kg에 88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6%, 22% 

낮았음. 반입량은 1,300톤으로 작년보다 17% 적었으나, 소비 부진 영향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음.

 4/4분기 수박 출하량은 금년 지속된 수박가격 약세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

가가 많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5. 딸기

● 4/4분기 전망

 딸기 11∼12월 출하면적은 작년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금년 정식면적이 증가한

데다, 조기 출하를 위해 정식을 앞당겨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뿐만 아니라 정식 후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이 양호하여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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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풋고추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9∼20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4분기 동향

 청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3만 9,100원, 8월 3

만 9,700원, 9월 4만 7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3만 9,800원으로 작년

과 평년보다 각각 5%, 14% 높았음. 

 7~9월 반입량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출하면적이 확대되었고, 작황도 좋아 작

년과 평년보다 각각 7%, 3% 많았음.

 녹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3만 2,600원, 8월 4

만 4,700원, 9월 5만 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4만 3,600원으로 작년

과 평년보다 각각 15%, 18% 높았음. 

 녹광풋고추 7~9월 반입량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좋

아 작년보다 20% 많았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10월 청양계풋고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4,400원으로 작년보다 

32% 높았으며, 녹광풋고추도 상품 10kg 상자에 3만 2,200원으로 작년보다 51% 높

았음.  

 11월 청양･녹광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각각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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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4/4분기는 영남지역의 정식이 본격화되는 시기인데,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영

향으로 청양･녹광풋고추 정식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10)

6.1. 한육우

● 3/4분기 동향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줄고 도축이 늘어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

(288만 마리)보다 2.0% 감소한 282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304만 마리보다 

7.3% 감소).

 추석 수요 증가로 3/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4분기 14,078원/지육kg보다 

5.9% 상승한 14,910원임(전년 동기 13,412원보다 11.2% 상승).

● 4/4분기 동향 및 전망

 추석 이후 계절적 수요 감소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9월보다 2.1% 하

락한 14,877원이었음(전년 동월 14,298원보다는 4.6% 상승).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지인배 부연구위원(ji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한봉희 연구원(hanbh@krei.re.kr), 정세미 연구원

(wjdtpal55@krei.re.kr), 이윤경 연구원(ykl0817@krei.re.kr)이 작성하였음.



66

 송아지 생산이 줄어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 282만 마리보다 2.8% 감소한 

274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92만 마리보다 6.1% 감소).

 11∼12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4분기보다 2.7% 하락한 14,500원 내외로 

전망됨(전년 동기 14,135원보다 2.6% 상승).

● 대책 방향

 한우고기 할인행사 종료 시 가격 상승으로 소비 물가에 부담 예상.

 가격과 수급상황을 고려한 할인행사의 탄력적 적용 필요.

 한우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한육우 사육 마릿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9월(A) 12월(B) B/A

사육 마릿수 282만 마리 274만 마리 -2.8%

1등급 가격

(지육kg)

7∼9월

14,910원

11∼12월

14,500원 내외
-2.7%

6.2. 젖소

           【 사육 동향 】               【 원유 생산 동향 】

자료: 통계청 자료: 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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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4분기 동향 

 9월 젖소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42만 9천마리, 가임암소 마

릿수는 2.1% 증가한 31만 마리였음.

 2014년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54만 7천 톤이었

음. 한편 3/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33만 2천 

톤이었음.

● 2014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4분기 원유 생산량은 2014년 3분기 보다 1.8% 감소하고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한 53만 4천∼53만 9천 톤 전망

● 대책방향

 농가와 유업체의 우유 생산 감축 노력 필요

 우유의 소비 확대 노력 필요

6.3. 돼지

【 돼지 사육 마릿수 추이 】 【 돼지 도매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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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계 마릿수 추이 】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 평년은 2009～13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

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2014년 3/4분기 동향

 9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 감축과 PED에 의한 자돈 폐사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2% 감소한 997만 마리였음(통계청).

 등급판정 마릿수가 전년 동기보다 0.4% 감소하였고,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3/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 3,995원보다 26.4% 높고 평년 동기 4,212

원보다도 19.9% 높은 5,051원/kg(탕박 기준) 이었음.

● 2014년 4/4분기 전망

모돈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6월보다 소폭 증가(전

년 동월 수준)한 980∼1,000만 마리로 전망됨. 

/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감소와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3,691원)와 평년(3,696원)보다 높은 4,800원/kg(탕박 기준)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내년 하반기 공급 과잉 방지 위해 계획적인 후보돈 입식 필요

6.4. 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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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3/4분기 동향

 종계 환우가 지속되면서 병아리 생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함. 병아리 생산 증

가로 3/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8% 증가한 2억 5,736만 마

리임. 2014년 1∼9월 각 월별 도계 마릿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7월

에는 처음으로 1억 마리를 넘어섬. 

 국내 닭고기 수입업체가 신규진입하면서 수입업체간 경쟁심화로 수입량은 전년

보다 22.7% 증가함.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작년 수산물 소비 대체효과 축소로 닭고기 수요가 전년

보다 감소함. 이로 인해 계열업체의 9월말 기준 냉동비축물량은 전년보다 

157% 증가하였음.

 3분기는 도계 마릿수 증가와 닭고기 수요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2014년 3/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8% 하락한 1,405원/kg임.

● 2014년 4/4분기 전망

 2014년 4/4분기에도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간보다 크게 증가하여 병아리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병아리 생산 증가로 4/4분기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또한 닭고기 주요 수출국들의 생산이 증가하고, 러시아의 대미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분기 닭고기 공급 증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평균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간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10∼11월 계열업체 간 잉여 

생계 구매․비축 추진으로 산지가격 하락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0월: 1,706원/kg, 11월: 1,500~1,700원/kg, 12월: 1,300~1,500원/kg)

● 대책 방향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적정 닭고기 

생산 및 합리적인 병아리 입식이 절실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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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산란계

      【 산란계 사육현황 】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자료: 통계청  자료: 농협중앙회

● 2014년 3/4분기 동향

 3/4분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8.1% 증가한 1,068만 마리였으

며,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1.9% 감소한 666만 마리였음.

 7∼8월 성계도태 마릿수는 감소하였으나, AI 살처분(약 520만 마리)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해 3/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보다 2.1% 상승한 1,392원임

(특란 10개 기준).

 3/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6,500만 마리였음.

● 2014년 4/4분기 전망

 전년 대비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증가로, 2014년 10월 계란 산지 가격은 전

년 대비 6.6% 하락한 1,304원(특란 10개)임.

 2014년 4/4분기 계란 생산에 새로이 가담할 2014년 4~6월 산란계 병아리 입

식이 전년 동기보다 8% 증가하여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계란 공급량 증가 및 겨울철 수요 증가 요인 부재로 4/4분기 계란 산지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1,150~1,350원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4분기 계란 공급량 과잉을 막기 위해 조기 성계(노계) 도태, 환우 금지 및 합

리적 병아리 입식이 필요함.

 계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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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오리

       【 도압 마릿수 추이】             【 오리 생체가격 동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4년 3/4분기 동향

HPAI 발생으로 약 310만 마리가 살처분 되어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54.2% 감소한 609만 마리였으며, 9월은 38.3% 감소한 8,197만 마리였음(통계청).

 종오리 살처분 영향으로 3/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 대비 29.7% 감소한 1,575

만 마리였음.

 전년 동기 대비 오리 생체(3kg)가격은 17.4% 상승한 7,783원이었음.

● 2014년 4/4분기 전망

 9월 육용오리 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2% 감소한 2만 1천 톤이었음. 이로 인

해 10월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4분기 수요는 지속되는 AI의 여파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도압 마릿수 감소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4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6.2% 상승한 6,000~6,500원/3kg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HPAI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함.

 오리고기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❶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❷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특 별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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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주제 1】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11)

김태훈**, 승준호*** 

1. 쌀 관세화 전환배경

●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기존의 쿼터, 수입제한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 기본원칙이 마련됨.

관세화란 유일한 시장보호 수단으로 관세를 설정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책정된 관세를 지불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게 됨.

단, 관세화를 즉각 시행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세화를 유

예해 주는 특별조치를 인정함. 한국, 일본, 필리핀의 쌀이 이에 해당함.

● 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일정 물량을 의무

적으로 수입하고, 이후 수입 방식에 대해서는 2004년 내에 이해 당사국과 협의하

기로 하였음.

협정 발효 첫해에는 국내소비량(기준연도 1988~90년)의 1%인 5만 1천 톤을 

수입하고, 매년 수입량을 증대시켜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인 20만 5천 

톤을 도입하기로 함.

●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고 의무수입량을 

증량하기로 합의함.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8,700톤(기준연도 

소비량의 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하기로 함.

   * 본고는 농정포커스 제 93호,「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taehu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jhse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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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량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유통하기로 합의함.

● 두 번에 걸친 관세화 유예가 2014년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30일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

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2. WTO 통보 내용과 향후 절차

2.1. WTO 통보 내용

●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함.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적용, 국제

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1986~88년

을 적용함.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1986~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

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12) 방식을 선택함.

●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국별 쿼터물량(Country Specific Quotas)을 총량 쿼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로 전환, 밥쌀용 비중(30%)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

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 5,228톤)은 총량쿼터로 전환함.

또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

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을 적용함.

12) 종가세는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수입가격이 높

을수록 보호효과가 크고, 종량세는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보호효

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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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쌀 관세화 향후 절차

●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모든 WTO 회원국이 회람하며, 

제출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WTO 인증이 확정됨.

단, 제출 3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동 회원국의 이의 철

회 시까지 WTO 인증 미확정

인증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 내년 1월 1일자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WTO 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관세율 513%를 적용하여 쌀 관세화를 이행함. 

● 일본과 대만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WTO 검증 절차완료 이전에 쌀 

관세화를 이행하였음.

일본은 1998년 12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종량세 341엔/kg), 1999

년 4월 쌀 관세화 이행, 2000년 11월 WTO 검증절차를 완료함.

대만의 경우 2002년 10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종량세 45NT$/kg), 

2003년 1월 쌀 관세화 이행, 2007년 6월에 WTO 검증 절차가 완료됨.

 
 【 일본, 대만의 관세화 시행 및 WTO 검증 완료 시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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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 수입 가능성

3.1. 수입쌀 국내 공급가능가격

● 2013/14년 미국산 중단립종 쌀 가격(미 농무성(USDA) 발표)은 톤당 825달러 내외 

수준임.

2013/14년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은 곡물파동이 있었던 2008/09년보

다 낮지만 전년대비 15.8% 상승함.

●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의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수

출가격은 2014년 1월 하순부터 급등하여 톤당 1천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 】

<국내가격(USDA)> <수출가격(IGC)>

자료: USDA, 국제곡물이사회.

●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가격은 최근 10년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13

년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

2014년 도매가격은 남부 절강성이 $645/톤, 길림성이 $751/톤, 흑룡강성이 

$66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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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단립종 도매가격 추이 】

자료: 中华粮网数据中心.

● 금년도 국내 산지 쌀값 17만 858원/80kg과 비교하면 미국산 수입쌀의 국내공

급가능가격은 국내산보다 2.5~3.1배,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2.0배 높은 수준임.

따라서 513%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내년에 외국산쌀이 상업적 목적으로 국

내에 도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은 없음.

【 미국과 중국산 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2014년 가격 반영) 】

주 1) 2013년 환율은 1,032원/달러 적용함.

   2) 해상운임, 보험료 등 수입쌀 도입 제비용과 수입업체 마진 등은 국제가격의 13% 수준으로 가정함.

   3) 중국산은 중단립종 주산지인 흑룡강성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남부 절강성 도매가격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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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미국내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을 적용한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42만 6,381원,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수출가격을 적용하면 국내에 도

입되어 판매될 가격은 80kg당 52만 1,994원으로 추정됨.

2014년 중국 중단립종 도매가격(남부 절강성, 흑룡강성)을 적용한 국내 공급

가능가격은 80kg당 33만 4천 원∼34만 2천 원으로 추정됨.

● 또한 국내산 쌀에 대해 소비자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어 품질격차를 고려하

면 수입쌀 도입가능성은 더 낮아짐.

2006년부터 시판된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은 국내산대비 평균 64.9% 수준임.

식미관능검사 결과 미국산의 지불의사금액은 국내산의 88~91%, 중국산은 78~81% 

수준임.(김명환외 2005).

【 밥쌀용 수입쌀과 국내 산지가격 비교 】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가능가격

3.2.1. 주요가정

● 중장기 국제 쌀 가격은 미국 농무성(USDA)과 Global Insight13)의 전망치를 이용함.

13)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인 DRI와 경제금융정보 기업인 WEFA, 컨설팅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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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는 중립종 쌀 가격이 2014/15년까지 하락한 이후 톤당 700달러 중반대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Global Insight는 2015/16년 중립종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 톤당 680달

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기관별로 전망치의 차이가 있으나, 국제 쌀 가격은 6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

으로 보이며, 2023/24년 $688∼793/톤 수준으로 예상됨.

● 국제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거 10년간 가격변동의 표준오차14)를 적용

하여 유의수준 1%에서 변동폭15)을 설정함.

이 경우 국제 쌀 가격은 2023/24년 톤당 473∼578달러 수준임.

【 중장기 국제 쌀 가격 전망 】

  주: USDA 전망치는 장립종 전망치를 중･단립종으로 자체 계산함.

자료: USDA/ERS, Global Insight.

IHS그룹 3사가 합병해 설립된 기업으로 전 세계 204개 국가에 대한 경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음(Economic Review 2010)

14) 과거 쌀 가격의 변동을 보면 최근 10년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

기 위해 10년간 가격변동의 표준오차를 적용함. 

15) 통계적으로 상하한 범위를 벗어날 확률을 1%로 설정함(Pr(-3.25≤t≤3.25)=0.99, d.f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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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환율은 대부분의 기관이 1,020~1,040원/달러 수준을 전망하고 있음.

● 환율은 중장기 전망치를 제공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2014년 기관전망치 평균인 

1,032원/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환율 단기 전망 】

단위: 원/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전망)

LG 경제연구원(2014.7.)

1,127 1,095

1,025

현대경제연구원(2014.6.) 1,030

포스코 경영연구원(2014.7.) 1,033

금융연구원(2014.8.) 1,040

평균 1,127 1,095 1,032

● 관세화 이후 관세 감축과 TRQ 증량 여부는 향후 FTA와 DDA 협상 결과에 따

라 결정됨.

● 정부는 그동안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현재 추진 중이

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FTA(TPP 포함)에서 쌀은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언급함(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

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9. 18.).

● 한편,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과 TRQ 증량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불투명함.

DDA 협상은 2008년 협상결렬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3년 12월 인

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9차 각료회의에서 일부 농업이슈에 합의를 

도출함. 

그러나 보조금, 관세감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 DDA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 12월에 발표된 4차 수정안에 따르면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 받을 경우 쌀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1/3이탈(일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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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축률의 2/3)을 선택하면 5년간 관세를 46.7%를 감축하고 3.5%의 TRQ를 

증량함.

개도국 지위가 되면,  쌀은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을 하지 않을 수 있음16).

DDA 협상의 진척은 미진하지만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함.

3.2.2.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가능가격

●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 산출을 위해 앞서 살펴본 관세율, 국제 쌀 가격, 

환율, DDA협상, 수입쌀 제비용 등을 고려함.

관세율은 정부가 WTO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513%를 적용함.

국제 쌀 가격은 USDA와 Global Insight의 전망치 하한까지 고려함.

환율은 2014년 하반기 기관전망치 평균인 달러당 1,032원 유지 가정

DDA 협상 결과는 2017년 발효되고, 수입쌀 제비용은 도입원가의 13% 가정

● DDA 협상이 타결되어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입쌀 

공급가격이 80kg당 21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전망임.

개도국 특별품목 분류 시, 2023/24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은 80kg당 24만 

4천 원∼41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국제가격 전망치의 하한을 적용하여 수입가능성을 

확대한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은 80kg당 15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가장 비관적인 경우(선진국 민감품목, Global Insight 가격 전망치 하한 적용), 

2023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15만 1천 원/80kg으로 예상됨.

●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분류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 가격은 

국내산 가격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됨.

2023년 국내산은 14만 8천 원/80kg,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은 24만 4천 원∼

41만 원으로 전망됨.

16)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HS 10단위 기준으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

으로 지정 가능, 그 가운데 72개 세번은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쌀 관련 

세번이 16개이기 때문에 특별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감축이나 TRQ 증량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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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Global Insight의 국제쌀 가

격 전망치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을 전망임.

2023년 국내 산지 쌀 가격은 13만 8천 원/80kg, 수입쌀 가격은 15만 1천 원

∼21만 9천 원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가격요인에 의해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DDA 모

델리티(4차 수정안)에 따른 TRQ 증량(국내 소비량의 3.5∼4.5%)이 될 수 있음.

【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USDA 국제가격 전망치 적용>

<Global Insight 국제가격 전망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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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 WTO 통보내용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율 513%를 적용하여 쌀 관세

화를 이행함.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WTO 검증 절차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

으나, 통보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게 됨. 

일본과 대만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WTO 검증 절차완료 이전에 

쌀 관세화를 시행함.

●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결과,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쌀 수입 증가 가능성은 낮음.

2023년 국내산 쌀 가격은 13만 8천 원∼14만 8천 원/80kg, 수입쌀 15만 1천 

원∼41만 원/80kg으로 전망됨.

선진국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Global Insight의 국제쌀 가

격 전망치를 적용한 비관적인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을 

전망임.

●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 증가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

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어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추가로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쌀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의 혼란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음.

2006년 밥쌀용 수입쌀의 첫 도입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생산량 감소에

도 불구하고 수확기 투매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적 쌀 가격 급락을 경험함.

● 국제 쌀 가격 변동, DDA 협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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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주제 2】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17)

김태훈**, 김지연***  

1. 수입쌀 도입 및 유통실태

1.1. 수입쌀 도입 및 판매 현황

● 한국은 UR 협상에서 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은 대신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함.

 【 연도별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물량 】

단위: 천 톤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수입양허물량 51.3 64.1 77.0 98.8 102.6 102.6 128.3 153.9 179.6 205.3

소비량 대비 

비중(%)
1.0 1.25 1.5 1.75 2.0 2.0 2.5 3.0 3.5 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재협상 결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유

예를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매년 의무수입량 증량을 합의함. 

  * 본고는 「소비자･생산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2013. 8)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bochoi@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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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의무수입물량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별쿼터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중국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미국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태국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호주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최혜국대우 20.3 40.7 61.0 81.4 101.7 122.1 142.4 162.8 183.1 203.5

총계 225.6 245.9 266.3 286.6 307.0 327.3 347.7 368.0 388.4 408.7

(밥쌀용) 22.6 34.4 47.9 63.1 79.8 98.2 104.3 110.4 116.5 122.6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

● 2005년에 도입되어야 할 밥쌀용 수입쌀은 쌀 협상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06년

에 수입됨. 도입 첫해에는 중국산의 수요가 미국산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빨리 판매가 되었으며, 태국산은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됨. 도입 첫해

를 제외하고는 미국산이 중국산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됨. 

【 국내산 쌀 가격과 수입산 쌀 낙찰가격 비교 】

  주: 가격은 양곡년도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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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도매상
소매업체

식자재

업체

식당, 급식, 

개인사업자 등

인터넷

판매
개인판매 합계

37.1 30.7 11.7 10.9 7.0 2.6 100

● 국내산 쌀 가격과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을 비교해 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 

국내 산지가격과 연동됨. 국내산 가격 대비 수입쌀 가격 비율은 평균 65% 수준

이었으며, 2011년을 제외하면 평균 68% 수준임. 2011년을 제외할 경우, 국내가

격 상승 시에는 평균 71% 수준이었고, 국내가격 하락 시에는 평균 62% 수준임. 

1.2. 수입쌀 유통경로

● 수입쌀 유통경로 파악을 위하여 2013년 수입쌀 낙찰실적이 있는 공매업체와 중

간도매상, 식자재업체,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전화조사를 함께 실시함. 

● 설문에 응한 업체 수는 총 69개소이며, 이중 공매업체가 54개소임. 설문은 과

거 유통경로와의 비교를 위해 ‘2009년 밥쌀용 수입쌀 국내 거래동향 및 쌀시장 

영향분석(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0)’의 유통경로 조사 내용과 조사대상의 비중

을 참고하여 조사함. 

● 조사대상 공매업체의 2013년 업종별 취급 물량 비중은 양곡전문도소매가 67.8%

로 가장 많고, 중도매인 23.3%, 농산물도소매업체가 8.9%인 것으로 나타남.

● 공매업체의 수입쌀 유통경로는 중간도매상으로의 유통이 37.1%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체 30.7%, 식자재업체 11.7%, 식당/급식/개인사업자 등 10.9%, 인터넷 

판매 등 7.0%, 개인판매 2.6% 순으로 조사됨.

【 공매업체의 수입쌀 유통물량 비중 】

단위: %

● 중간 유통업체인 중간도매상, 소매업체, 식자재업체 조사결과, 대부분이 식당/급

식/개인사업자 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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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업체와 중간유통업체의 조사결과를 결합한 2013년 수입쌀의 전체 유통경로

는 최종 소비지인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77.4%로 가장 많고, 개인판매

가 15.6%, 인터넷 판매 등이 7.0%인 것으로 조사됨. 

【 중간유통업체의 수입쌀 유통물량 비중 】

구분 소매업체
식자재

업체

식당, 급식, 

개인사업자 등
개인판매 합계

중간도매상 23.1 10.1 53.5 13.2 100.0

소매업체 - - 79.4 20.6 100.0

식자재업체 - - 100.0 0.0 100.0

단위: %

● 2009년 수입쌀 유통경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공매업체에서 식자재업체, 소매

업체, 인터넷 판매 등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간도매상, 개인판매, 

식당･급식 등으로 직접 유통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 

주 1: 공매업체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되는 것은 개인판매와 인터넷판매 등 기타이며, 이는 개인

의 가정용 소비(외국인 포함)뿐만 아니라 개인의 판매나 가공을 위한 구입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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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 소비는 개인판매, 식당 등, 인터넷 판매로 구분되는데 이는 조사 시 식당･단체급식과 

김밥･개인사업장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최근 수입쌀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한 점을 반

영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2009년의 수입쌀 유통경로와 차이가 있음.

   3: 유통경로 비중은 물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하였으며, 원산지별로 구분되지 않음.

【 2009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

           자료: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0.

● 2009년 조사결과와 차이는 양곡전문도소매나 농산물도소매 업체가 직접 공매 

받아 식자재업체나 소매업체로 유통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중간도매상의 취

급 물량 비중은 낮아졌기 때문임. 

● 공매업체의 업종별 취급물량 비중은 양곡전문도소매가 2009년 55.4%에서 2013

년 67.7%로, 농산물도매업체도 3.5%(‘09)에서 9.5%(’13)으로 증가하였으나, 중

도매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09)에서 22.8% (’13)로 감소함.

구분 양곡전문도소매 농산물도소매 중도매인 합계

2009 55.4 3.5 41.1 100.0

2013 67.7 9.5 22.8 1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 공매업체 업종별 취급물량 비중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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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쌀 부정 유통 실태

●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18)를 보면, 2011년부터 적발 건수가 급증하였음. 이

는 2011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단속 대

상의 확대와 단속 강화로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밥쌀용 - 24 27 37 25 18 131 372 310

가공용 28 15 21 11 11 15 17 14 9

계 28 39 48 48 36 33 148 386 31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 】

단위: 건수

● 2013년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밥쌀용 수입쌀이 310건, 가공용 수입쌀이 

9건으로 밥쌀용 수입쌀이 대부분을 차지함.

● 업소별로는 음식점의 적발 비중이 높으나, 물량기준으로는 양곡유통 및 가공업

체의 비중이 높음. 

연도 구분 음식점
양곡유통 및 

가공업체 등
소계

2012

건수

비중(%)

292

78.5

80

21.5

372

100.0

물량(톤)

비중(%)

115

3.3

3,323

96.7

3,438

100.0

2013

건수

비중(%)

282

91.0

28

9.0

310

100.0

물량(톤)

비중(%)

152

19.7

618

80.3

770

10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업소별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 】

18)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적발건수로 경찰청의 적발건수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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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제도

2.1. 원산지 표시제

● 원산지(Origin of goods)는 물품의 국적으로 해당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

된 나라를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하거나 재배한 국가를 의미함.

● 우리나라의 농산물 원산제표시제 도입은 농수산물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는 값싼 저급의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1년 7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함.  

● 1993년 6월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표

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와 국립수산물검사소를 유통관리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효율적 원산지 관리를 도모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은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 원산지 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 동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와 공동

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7년 1월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구

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함.

●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따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농산물 품

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함. 

● 2010년 2월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9)의 제정 목적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함(제1조).

19) 2013.7.30. 타법개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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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는 2014년 현재 총 628개임. 국산 농수산물은 2005

년까지 145개 내외 품목이 대상이었으나 2006년에 160개로 늘어났으며 2014년

에는 205개로 확대됨.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2007년 구이용 쇠고기를 시작으로 9개 품목으

로 확대되고 세부용도도 다양화됨.20)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4

수입 농수산물 178 176 176 161 161

국산 농수산물 127 145 145 202 205

농수산물 가공품 121 121 258 262

계 305 442 442 621 628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계임 외(2011) pp 17. 

【 연도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 】 

2.2.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으로 명시함(제1조).

● 양곡 표시 대상은 미곡류, 맥류･두류･잡곡류, 서류 등이며, 판매의 목적으로 무

상 제공하는 양곡도 표시하여야 함. 양곡 표시 의무는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

매매업자에 있음.

2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2014년 원산지 법규(시행령･시행규칙 등)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예정임. 개정 내용은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음식

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판 게시위치를 명확화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포함됨(농림

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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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항목
쌀

현미 기타양곡
멥쌀 찹쌀

품목 ○ ○ ○ ○

중량 ○ ○ ○ ○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 ○ ○

원산지 ○ ○ ○ ○

품종 ○ ○ ○ -
생산연도 ○ ○ ○ -

도정연월일 ○ ○ ○ -
등급 ○ - -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양곡 품목별 확인사항 】

3. 국내외 주요 이력제 운용현황

3.1. 이력제 개념

● 이력추적제(Traceability System)는 ‘추적하다’라는 뜻의 영어 ‘trace’와 ‘능력’을 

의미하는 ‘ability’가 합성된 것으로 추적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음(주문배 

2011).

● 여러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이력추적제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농식품

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해물질이나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나 격리와 같은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추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됨.

● 국내외에서 현재 운용중인 이력제의 본질은 관리대상 물품의 문제발생시 신속

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안전성 확보는 이력추적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임(주문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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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추적제는 이력제, 이력관리제, 이력추적관리제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

고 있으며 생산이력제, 유통이력제 등과 의미상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 구분 없

이 쓰이기도 함. 또한 이력추적제가 산지정보전달에 있어 원산지 표시제와 유

사한 부분이 있어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3.2. 국내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쇠고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수입용품 등에 대

해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음.

● 농수산물과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이력추적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쇠고기는 

이력관리, 그리고 수입물품은 유통이력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함.운영 방식은 쇠

고기 이력관리제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는 의무이고, 나머지는 자율등록제 

방식임.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중 농산물은 1993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시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수산물은 2005년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함.

● 농산물의 경우 2004년 추진방안과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으며, 2005년 8월 이

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공포함. 2006년 1월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자율등록 방식)하였으며, 2009년 12월 전품목으로 확대됨.

생산자(단순가공자 포함) 유통업자 판매자

(생산정보) 생산자명, 품목, 재배지 

주소와 면적, 농약 등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 물질 사용내역

(출하정보) 날짜, 품목,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

(입고정보)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출고정보)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입고정보) 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기록 및 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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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운영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율등록 방식이나, 예외적으

로 등록의무 경우도 존재함.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삼은 5년임. 대상품

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누구나 자유롭게 등

록할 수 있음. 단, 농산물 GA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임. 

● 쇠고기 이력관리제의 경우 2004년 10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2008년 12월 모든 국내산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에서 이력관리 의무화하였으며, 2009년 6월부터 유통단계에

서도 이력관리가 의무화됨.

● 수입산 쇠고기는 2010년 12월부터 이력관리제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국내산과 

분리 운영되고 있음.

●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의 경우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효에 따른 관세

행정 후속조치(원산지 표시 이행준수와 유통이력관리도입 등)’를 발표하고, 

2008년 10월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함. 

● 2009년 1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근거한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함. 수입쇠고

기 중 12개 특정부위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5월 관세법을 개정함. 

2009년 5개 대상품목에서 2014년 현재 30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중임.

3.3. 외국의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 해외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를 보면 ,미국과 EU는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이력제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이력제를 함께 시행함. 식

품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식품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소급하는데 필요한 식품의 

입･출고에 관한 정보의 단순한 기록과 보관이 주요 내용임.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직적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쇠고기, 쌀 및 쌀 가공품에 대해서만 의무적 이력제 실시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

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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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쌀과 쌀 가공품에 대해 거래, 사업자간 이동, 폐기 등에 관한 기록

을 작성･보관하고, 일반소비자에게 산지정보 전달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EU에서는 1986년 발생한 광우병 문제를 계기로 ‘2000년 소와 쇠고기의 이력추

적에 관한 규칙’21)을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에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의

무 시행함. 

● ‘2002년 식품법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규칙’을 채택하여 식품 및 사료 등에 대해 

모든 거래 단계에서 직전･직후의 입･출고 사항을 기록･보관하는 이력추적관리

가 사업자의 의무로 법제화 됨. 

● 미국은 2001년 9월 테러발생 후 식품안전이 국가안전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2002년 ‘바이오테러리즘법’22)이 제정되었고, 2005년 식품과 사료에 관

한 기록의 작성･보관제도(이력추적관리제)가 도입됨.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대

형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2011년 ‘식품안전근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이 제정됨. 

●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소, 2006년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력제

가 의무화되어, 국가가축식별시스템(NLIS)을 운영함23). 

21) Regulation (EC) No 176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ovine animals and 

regarding the labelling of bee and be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20/97.

22) 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23) 호주의 소의 이력추적제는 EU가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개체별 이력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1999년 빅

토리아 주정부의 주도하에 NLIS를 도입하였고, 이전에는 소의 꼬리표를 통해 개체별 사육농가를 인식

하였으나, 1999년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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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쌀의 이력추적제 적용 가능성

4.1. 도입논의 등장 배경

● 쌀 이력추적제 혹은 수입쌀 유통이력제의 도입논의는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되

고 이들의 부정유통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등장함.

● 2006년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시작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단속이 강

화되고, 단속결과가 발표되면서 국산 쌀 수요 잠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쌀 이력추적제가 제시됨.24)

●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이 확대되고 부정유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

로 쌀 이력추적제 혹은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요구가 증대됨.

4.2. 쌀 이력추적제 도입 시 필요사항25) 및 도입가능성 검토

● 쌀에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기록 및 관리, 식별, 검사,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단계별 기록 및 관리를 위해서는 거래전표 보관을 통해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

록 하거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추적을 위해서는 기록된 정보를 IT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농가의 고령화,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 등이 부족

할 경우, 기록은 농가가 하되, 보관 및 관리는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여 DB

화 할 필요도 있음.

● 식별은 제품과 그 구매처, 판매처를 식별하여 정보를 기록 보관할 필요하며, 재

배과정이나 장소를 별도의 독립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함. 식별관리는 식별단위

(개체나 로트)별로 이뤄지는데, 식별단위는 문제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 제품

을 회수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함.

24)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2008년 7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 8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

25) 이병서 등(2004)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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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이력추적제 운용이 유효한지 확인을 위해 내부검사와 외부검사 필요함. 

내부검사는 작업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제품과 정보를 관련

지어 추적하고 소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각 단계의 사업자 자체적으

로 입고에서 출하까지 검사하는 방법과 사업자끼리 상호 검사하는 방법으로 나

뉨. 이 검사는 검사항목의 매뉴얼 작업이 필요함. 외부검사는 내부검사 내용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정보제공은 이력추적제에서 기록･관리･제공되는 정보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기

록･관리되어야 할 의무적인 정보와 생산자가 정보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자

발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자발적 정보로 구분됨.

● 국제기구나 각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는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혹은 제거를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으로서 쌀이력추적제 도입은 이력제 

본연의 목적이나 개념과 부합하지 않음. 

● 다만 쌀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쇠고기와 같이 생산, 가공, 유통 각 단계의 이력

추적제를 실시할 경우 세부산지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제품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또한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이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유통

의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산 쌀의 부가적인 산지정보를 첨가할 

경우 차별화, 품질고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수입쌀 부정

유통관련 대상물량이 전체 소비량에 비해 많지 않아 이력추적제 도입의 편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력추적제 도입에 따른 비용은 농가와 유통업체, 음식점 등 관련주체들

이 다수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생산정보, 거래정보 등을 기록･보관하는 비용

이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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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농가 양곡매매 및 가공업체 음식점

‘12년 현재 724천호

(총 농가의 62.9%)

양곡매매 및 가공업체: 122천 개소

- 양곡가공업체: 2,694개소

- 대형유통업체: 596개소

- 곡물 도소매상: 7,551개소

- 음식료품 종합소매 및 기타: 111천 개소

쌀 가공 식품업체: 924개소

451천 개소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

      2: 통계청

【 쌀 이력제 도입 시 관련농가 및 사업자 수 】

● 쌀을 생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행할 경우 쌀의 생산규모가 소규모이고, 다른 

품목에 비해 관련주체가 많아 이력관리제 운용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생산에서 유통, 음식점까지 완전한 형태의 쌀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경

우 비용은 생산단계에 1,036억 원과 유통단계 4,989억 원, 최종 소비단계에 1

조 8,351억 원으로 총 2조 4,37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단계 내역 추계비용(억 원)

생산

소계 1,036

농가 
농가 생산관련 기록 인건비 936
농가 판매관련 기록 인건비 94

운영경비 관리인건비(2100만원/인, 년) 6

유통

소계 4,989

업체

소계 4,982
신고비용: 전산(공인인증서)10% 1 

신고비용: 팩스90% 573 
관리인건비 4,408 

시스템구축 및 

운영

소계  8 
시스템 개발비  1 

관리 인건비 및 실태조사비용  6 

소비

소계 18,351

음식점

신고비용: 전산(공인인증서)10% 4
신고비용: 팩스90% 2,111

관리인건비 16,236
합계 24,376

【 쌀 이력추적제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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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쌀에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경우 개별 생산농가 위주 산지정보 전달

에 한계가 있음. 이는 대부분의 벼가 RPC를 통해서 건조 및 도정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개별생산자 위주로 생산정보를 기록 전달하는 데는 어렵기 때

문임. 

● 또한, 다수의 생산농가와 유통업체들에게 생산 및 거래내역 기록과 보관을 의

무화 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 각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는 매출입과 고정자산의 증감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여러 이유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4.3.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가능성 검토  

● 2014년 현재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실시중이며,26) 대표농산물

은 건고추와 냉동고추임.

● 수입쌀의 유통이력제 도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GATT 내국민 대우조

항 위반 등 통상마찰과 수많은 유통업체들의 의무신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임.

● 수입품 유통이력제 도입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는 2009년 관세법 개정 당시 국

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데, WTO 내국민대우 위반 우

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대상 물품의 범위를 사회 안전, 국민보건 위해 우려

가 현저한 물품으로 한정함.

● WTO/GATT에서는 수입산의 국내 판매, 유통,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정이

나 법령상 동종 상품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 20조에 일반적 예외로 기만적 상관행 방지 조치에 관항을 두고 

있으나, 이 조항의 적용이 매우 엄격함.

26) 수입품 이력추적관리제 대상품목 선정은 관세청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이란 기준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장이 유통이력 

대상 품목의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음. 대상품목선정 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총 8인의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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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일반적 예외 ◇

(General Exceptions)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

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 통관의 시행, 제2조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상표권･저
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

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001년 GATT 제20조 d)항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내국

민 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함27). 

● 따라서 국내산 쌀에 대해 유통이력추적제나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쌀에 대한 유통이력제 도입은 수입쌀 취급업자의 유통비용 증가

로 인한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의 조치로 WTO 제소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쇠고기는 이력제가 광우병 등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

정될 수 있으나, 쌀의 경우 특별한 보건위험이 없고, 혼합유통을 적발하기 위

한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사유를 원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28)

4.4. 종합검토

● 일본은 쌀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쌀 유통구조와 산업의 특

성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일본은 쌀 이력추적제와 상관없이 각 유통단계

27) 이재옥 등(2000)

28)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04.14.)’의 최원목의 발표 자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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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곡유통업체나 요식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세금문제 등의 이유로 장부기

입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쌀 거래내역을 전표형태이든 전산

이든 기록 및 보관하는데 별도의 추가비용이나 시스템 도입 없이 시행됨. 일본 

정부에서도 제도도입을 위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경우 정착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업자들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우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산지정보 전달의무)를 쌀 이력관리제에

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자율적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의무적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중임.

● 수입산 고추류(건고추/냉동고추)에 유통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GATT

협정 제3조(내국민대우)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 현재 국내 생산 고추류에 대해 

식품 및 농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수입 고추의 유

통이력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국내외산의 차별적 대우로 내국민대우에 

위배 가능성이 높으며, 수입 고추류의 유통이력제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수입쌀 부정유통의 해결방안으로서 쌀 이력추적제 도입은 이력추적제의 

개념이나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비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 시 다수의 생산자, 유통 및 가공 업체, 음식점 등이 관련되어 산지 및 거

래 정보의 생성과 보관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것임.

5. 기타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 방안

5.1.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금지 검토 

● 국내 도입된 수입쌀의 국내산과의 혼합을 금지할 경우 수입쌀 관리가 용이하

여 부정유통 방지 효과와 단속의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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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는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차단하기 때문에 산

업적 측면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국내외산 쌀 간 혼합금지는 중단립종 

간의 혼합뿐만 아니라 중단립종과 장립종의 혼합을 금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

태의 상품화 가능성과 소비자의 요구를 제약함.

● 과거 국내산과 수입산 쌀과의 혼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입법화되

지 못함.(2004년 9월 6일 박홍수의원의 대표발의) 

● 혼합 판매 금지는 국산과 수입산 쌀의 차별적 조치인지가 관건이나, 혼합 판매 

금지 조치가 수입쌀에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을 구조적으로 발생

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29) 수입산 쌀 뿐만 아니라 국내산도 혼

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합 금지는 ‘형식상의 차별’이 아님.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별화를 정착시켜 수입쌀의 경우 국내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쌀에 대한 차별로만 볼 수 없음.  

● 다른 대안(재포장 금지, 이력추적제 도입 등)들이 초래하는 국제 교역에 제한 

정도와 혼합금지 조치가 지니는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정책적 정당성까지를 고

려해 보면, 국제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합 판매 금지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5.2. 수입쌀의 재포장 금지 방안 검토 

● 시장에 판매되는 밥쌀용 수입쌀은 주로 20kg 지대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있으

며 재포장을 금지하여 수입된 형태 그대로 판매하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부정유통 방지 방안임.

●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을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

항을 신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2006년 6월 30일, 강기갑의원 등 36인)이 

상정되었으나 대안의결 됨.

29) 혼합 금지 방안 검토는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04.14.)’의 최원목 교수의 발표 자

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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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법안 검토에서 거짓 재포장의 금지는 자가소비용이나 보관․운반․증여 등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재포장할 경우에도 처벌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가 제기됨30).

● 이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헌

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제시됨.

● 거짓 재포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위반자에 

대한 벌칙적용의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의결 함.

●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부정유통을 방지 효과가 큰 조치이지만, WTO TBT협정

(Technical Barriers to Trade)31) 위반 가능성이 높음. 

● 국산 쌀은 운반거리가 짧아 생산자가 선택하는 포장형태로 얼마든지 포장해서 

출시할 수 있으나, 수입쌀의 경우는 내구성이 강한 포장지로 수입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재포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이는 TBT협정 제2.1조의 비차별

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또한 재포장 금지 조치는 상거래 상 편의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기만적 관

행의 방지 등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이상의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TBT협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판단됨.

● 또한 국내외산 쌀 모두 재포장을 금지할 경우, 과거 의원법안 검토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수입산 쌀만 재포장을 금

지할 경우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 

조치로 통상마찰과 국내법 위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한계가 있음.

30) 양곡의 재포장이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보관․운반․증여 등 다른 목적으로 재포장할 

수도 있음.

31) 무역기술장벽이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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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제언

● UR협상 이후 수입쌀의 의무도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 40만 8천 톤

이 수입될 예정이고, 이는 2013년 쌀 생산량의 9.6% 수준임.

● 2004년 쌀 재협상에서는 기존의 가공용 쌀만 수입하였으나 밥쌀용 물량을 

2005년 2만 3천 톤에서 2014년 12만 3천 톤을 도입하기로 함.

● 밥쌀용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 대비 64.9% 수준으로 수입쌀 부정유통

의 유인으로 작용함. 

● 수입쌀 부정유통 실태를 보면, 2011년부터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이 밥쌀용 수입

쌀임. 2011년 2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

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임. 

● 수입쌀의 부정유통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쌀에 대한 이력추적제, 국내외산 

혼합금지 등 다양한 부정유통 방안들이 제기됨.

● 쌀 이력추적제는 개념과 도입취지로 볼 때, 부정유통방지 방안으로써 도입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력추적제는 관리대상 물품의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임.

● 또한 쌀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경우 다수의 생산자, 유통 및 가공 업체, 음식점 

등이 관련되어 산지 및 거래 정보의 생성과 보관에 많은 비용 수반됨.  따라서 

비용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완전한 형태의 이력추적제의 즉각 도입은 어려움.

● 수입쌀 유통이력제는 WTO 규정위반(GATT 3조)에 따른 통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국내산 쌀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없이 수입쌀에 대

한 이력관리제도 의무도입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부정유통 방지 방안이 아닌 쌀에 대한 유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역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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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력관리를 토대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과 판매 기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전국의 RPC와 임도정 공장을 중심으로 벼 구매내역과 쌀 판매내역의 기록･보

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RPC 등 도정공장 이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이력관리 강화 대상을 확대하는 낮은 단계의 이력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낮은 단계의 쌀 이력관리 강화 방안 】

● 국내산 쌀의 유통이력제 도입 토대가 마련되면 국산쌀과 수입쌀에 대한 유통이

력제를 도입하고, 생산단계 이력제를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양곡관리법의 국내외산 혼합규정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혼합금지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부정유통을 방지 효과가 큰 조치이지만, WTO TBT협정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반 가능성이 높음.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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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될 가능성이 있고, 수입산 쌀만 재포장을 금지할 경우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내외산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처벌에 대한 수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매참가 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공매업체 장부기록의 

작성을 독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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