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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의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출하량은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늦은 추석으로 

홍로 이외의 품종 출하도 가능하여 전년 성수기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보다 5~13% 낮은 3만 

2천~3만 5천원(상품 10kg 상자 기준)으로 예상

◦ 배의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석시기에 

출하가 집중되어 전년 성수기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나, 저온피해와 흑성병 등으로 

상품 물량 적어 전년 성수기보다 조금 높은(1~7%) 3만 2천~3만 4천 원(상품 

15kg 상자 기준)으로 예상

◦ 단감(서촌조생)의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성수기보다 4~9% 낮은 4만 1천~4만 3천 원(상품 10kg 상자 기준)으로 전망됨

◦ 한우의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성수기보다 

크게 높은(23~30%) 1만 9천∼2만 원(1등급 kg 기준)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9월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생산량 늘어 전년보다 9~14% 낮은 

4,500∼4,800원(탕박 지육 kg 기준)으로 전망

  - 계란의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산지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보다 

5~12% 낮은 1,250~1,350원(특란 10개 기준)으로 예상

◦ 올해 기상 여건이 벼 생육에 유리한 데다, 추석이 전년에 비해 늦어 추석용 햅쌀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용 햅쌀 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4만 5천 원(20kg 기준) 내외로 

예상

◦ 고랭지배추의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

보다 4~18% 낮은 6천~7천 원(상품 10kg 기준)으로 전망됨

  - 고랭지무의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낮았던 전년 

성수기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1만~1만 2천 원(상품 18kg 기준)으로 예상

◦ 밤의 추석 성수기 소비지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성수기

보다 2~14% 낮은 6,300~7,200원(상품 kg 기준)으로 전망됨

  - 건대추 소비지가격은 추석 성수기 출하 집중으로 전년 성수기보다 소폭 낮은

(-1%) 1만 8,200원(상품 kg 기준) 내외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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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일

1.1. 사과

□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 전년보다 10%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사과 출하량은 전년 성수기 대비 10% 

많은 5만 3,8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올해 사과의 착과 수가 많아 전체 생산량이 전년보다 7% 증가, 

주로 추석에 출하되는 홍로의 경우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특히, 추석이 늦어(9. 27.) 홍로는 물론, 후지조숙계 등 타 품종의 

출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추석에 출하된 홍로의 당도와 색택은 매우 좋겠으나,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인해 대과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전년보다 크기는 작을 것

으로 전망됨

표 1.  2015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사과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7~8월 9월 전체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5년 64.6          71.7 53.8 371.7

2014년 68.1 48.9    61.4 345.2

평년 35.7 50.3    73.4 334.2

증감률
전년 대비 -5.1        16.7 10.1   7.7

평년 대비 81.2       -2.3  7.0  11.2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 전년보다 조금 낮을 듯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홍로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3만 7천 원)보다 5~13%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2천~3만 5천 원으로 전망됨

- 단, 올해는 크기가 작은 중․소과 물량이 많아 대과 중심의 특품 가격은 

전년보다 높고, 중품 가격의 하락 폭은 커질 가능성 높아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도매가격은 전년 

성수기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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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홍로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0kg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년

도매가격

(상품)

32,000∼

35,000
36,893 32,214 39,526 30,550 36,273 37,127

 

주 1)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2) 2010~2014년 도매가격은 15kg을 10kg로 환산한 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1.2. 배

□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배 출하량은 6만 9,200톤 내외로 전년 

성수기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배 생산량은 저온피해로 착과 수가 적어 전년보다 10% 감소하겠으나, 

전년부터 지속된 배 소비 부진으로 추석시기에 출하가 집중될 듯

     - 호남과 영남뿐만 아니라 늦은 추석(9. 27.)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온피해가 

적었던 경기․충청지역 등에서도 추석 성수기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비대기 기상호조로 추석에 출하된 배의 크기는 전년과 비슷하겠고, 

일조량이 많아 당도는 매우 높겠으나, 저온피해와 흑성병 확산 등으로 

외관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3.  2015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배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8월 9월 전체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5년 15.8 72.5 69.2 184.3

2014년 46.5 68.1 51.1 205.2

평년 12.5 57.7    65.7 213.6

증감률
전년 대비 -66.0 41.9  1.7 -10.2

평년 대비 26.6 10.3 20.0 -13.7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올해 배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추석 

특수 기대로 출하가 

집중되어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전년 성수기보다 

증가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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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기 신고 도매가격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듯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성수기(3만 

2천 원)보다 조금 높은(1~7%) 상품 15kg 상자에 3만 2천~3만 4천

원으로 전망됨

-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증가하겠으나, 저온피해와 흑성병 등으로 상품 

물량이 적어 가격은 전년 대비 조금 높을 듯

- 그러나 전체적인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겠

으며, 중품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

표 4.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신고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5kg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년

도매가격

(상품)

32,000∼

34,000
31,699 46,309 52,411 38,467 40,243 41,673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1.3. 단감

□ 추석 성수기 단감 출하량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단감 출하량은 2,500톤 내외로 전년 

성수기보다 57%, 평년보다는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년의 경우 추석이 빨라(9. 8.) 일부 서촌조생 품종만 출하되어 추석 

성수기 출하량이 크게 적었으나, 올해는 늦은 추석(9. 27.)으로 서촌

조생뿐만 아니라 상서, 태추 등의 품종도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 때문에 올해 단감 생산량이 전년보다 6% 감소하여도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많을 것으로 전망

□ 추석 성수기 단감 도매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서촌조생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성수기

(4만 5천 원)보다 4~9%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1천~4만 3천

원으로 전망됨

“추석 성수기 배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에도 상품 물량 

적어 전년 성수기보다 

조금 높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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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은 빠른 추석으로 인해 서촌조생 품종의 경우 미숙과가 많았지만, 

올해는 충분히 숙기된 상태로 출하되어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여도 추석 

성수기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단, 상서나 태추 등의 품종은 전년 추석에 출하가 불가능하였으나, 올해

는 출하가 가능하여 전년 9월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듯

표 5.  2015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단감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 분 9월 전체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5년            6.4 2.5 175.8

2014년 1.6    6.3 187.0

평년 2.4   5.0 170.5

증감률
전년 대비           1.5 56.9 -6.0

평년 대비          29.0  3.9   3.1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표 6.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단감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0kg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년

도매가격

(상품)

41,000∼

43,000
44,859 61,672 28,267 48,926 48,479 47,421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2. 축산물

2.1. 쇠고기

□ 추석 성수기 대비 한육우 도축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추석 전 4주간 도축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15만 2천 마리)보다 

10~12%, 평년보다도 8~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추석 성수기 단감 

출하량이 전년 

성수기보다 크게 

증가하여 도매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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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추석 전 4주간 한육우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구 분 2015년 2014년 평년 전년 대비 증감률(%)

도축 마릿수 134∼137 152 149 -11.8∼-9.8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보다 크게 상승할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

수 감소로 전년 성수기(1만 5,400원)보다 크게 상승(23~30%)한 

kg당 1만 9천∼2만 원으로 전망됨

◦ 도매가격 상승에 따라 추석 성수기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전년 성수기(6,810원)보다 10~17% 높은 100g당 7,500∼8,000원

으로 전망됨

표 8.  한우 1등급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 전망

구 분 2015년 2014년 평년
전년 대비

등락률(%)

도매가격

(원/kg)

19,000∼

20,000
15,418 15,081 23.2∼29.7

소비자가격

(원/100g)

7,500∼

8,000
 6,814  6,569 10.1∼17.4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2.2. 돼지고기

□ 돼지 9월 도축 마릿수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추석시기(9월) 도축 마릿수는 모돈 수 증가에 따른 사육 마릿수 

확대로 전년보다 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가 증가한 데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 해소되면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추석 성수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성수기보다 

크게 높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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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추석시기(9월) 돼지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구분 2015년 2014년 평년 전년 대비 증감률(%)

도축 마릿수 1,310 1,218 1,774 7.6

주: 평년은 2010~201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추석시기 돼지고기 도매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시기(9월) 돼지 탕박 지육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5,250원)보다 9~14% 낮은 kg당 4,500∼4,800원으로 전망됨

표 10.  추석시기(9월) 돼지고기 도매가격 전망

단위: 원/kg, 탕박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년

도매가격
4,500∼

4,800
5,246 4,142 3,340 5,554 4,130 4,331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2.3. 계란

□ 계란 9월 공급량 전년보다 6% 증가 전망

 ◦ 9월 산란계 마릿수는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9% 많은 5,129만 

마리로 전망되며, 산란율(8월 기준)은 전년(76%)보다 상승한 78%로 

조사되었음

 ◦ 추석시기(9월) 계란 공급량은 산란계 마릿수 증가와 산란율 상승으로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1.  표본농가의 산란율 동향

단위: % 

구 분 6월 8월

2015년(A) 79.0 78.2

2014년(B) 73.3 76.1

A-B(%p)  5.7  2.1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추석시기(9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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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기 계란 산지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계란 산지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1,420원)보다 5~12% 낮은 특란 10개에 1,250~1,350원으로 

전망됨

표 12.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계란 산지가격 전망

단위: 원/특란 10개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년

산지가격
1,250∼

1,350
1,422 1,476 1,230 1,458 1,304 1,331

자료: 농협중앙회;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3. 햅쌀

□ 올해 조생종 벼 재배면적 전년보다 감소, 작황은 양호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2015년 5월 초), 올해 조생종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전년 조생종 벼 가격이 추석 이후 출하량이 늘면서 낮게 유지

되었고, 올해 추석이 늦어(9. 27.) 추석특수 기대가 낮았기 때문

◦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조생종 벼 생육상황은 풍작을 기록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출수기는 전년보다 1일 늦었으나, 포기당 이삭 수는 전년보다 0.2개 

증가하고, 낱알 수는 0.3개 감소

표 13.  조생종 벼 생육상황 조사결과

출수기(월, 일) 포기당 이삭 수(개) 이삭당 낱알 수(개)

2015년 2014년 평년 2015년 2014년 평년 2015년 2014년 평년

7.28 7.27 7.28 19.9 19.7 19.5 76.7 77.0 75.6

자료: 농촌진흥청(9월 1일 기준).

“추석 성수기 

계란 산지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보다 

낮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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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용 햅쌀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9월 초 기준), 2015년산 조생종 벼 가격은 

40kg당 5만 5,750원으로 전년 대비 8.7% 하락하였음

     - 이는 조생종 벼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출하지연이 있었던 전년

보다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

     - 한편, 2015년 단경기 쌀값이 수확기보다 4.5% 내외로 낮게(역계절진폭) 

형성됨에 따라 신곡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그림 1.  2015년산 조생종 벼 가격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2015. 9. 1.∼9. 4.).

◦ 올해 추석용 햅쌀 가격은 20kg 기준 4만 5천 원 내외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추석이 빨랐던 전년과 달리 올해의 경우 조생종뿐만 아니라 중생종도 

일부 출하되어 추석용 햅쌀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4. 채소

4.1. 배추

□ 추석 성수기인 9월 배추 주산지 작황 전년보다 양호

◦ 9월 상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릉 안반덕, 태백 

귀네미, 평창 대관령, 정선, 삼척 등의 작황은 양호한 수준임

“추석용 햅쌀 가격은 

조생종 벼의 작황 

호조와 올해 늦은 

추석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낮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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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하순 태풍에 따른 피해가 적었고, 최근 적절한 기온으로 생육이 

회복되어 9월 출하지역 작황은 전년보다 양호

- 일부 무름병이나 생리장해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된 포전이 있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추석 성수기인 9월 배추 출하량 전년보다 16%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인 9월 고랭지배추 출하량은 전년보다 16%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9월 기상이변 발생 시 출하량은 변동 가능한 상황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결과(490명), 9월 배추 소비의향지수는 

전월(100) 및 전년 동월(100)보다 높은 117.1, 119.2로 나타나 

추석시기 배추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4.  9월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전년 대비 2.7 12.6 15.6

평년 대비 3.5  6.3 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추석 성수기 배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가락시장 배추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7,300원)보다 4~18% 낮은 상품 10kg

에 6천~7천 원 내외로 전망됨

표 15.  추석 성수기 배추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0kg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년

도매가격
6,000∼

7,000
7,304 10,081 10,861 9,058 15,044 10,001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이며, 추석 전 2주의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추석 성수기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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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

□ 추석 성수기 출하될 고랭지무 주산지 작황 평년보다 양호

 ◦ 올해 추석 성수기 고랭지무 주 출하지역인 평창, 정선, 강릉, 홍천 

등은 생육기에 적절한 기상으로 작황이 양호

     - 준고랭지(6월 중순 이전 파종) 1기작은 가뭄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으나, 

추석 성수기 출하될 완전고랭지의 작황은 평년보다 양호

     - 8월 하순의 태풍 피해가 미미하였으며, 생육기에 적절한 강우와 기상

호조로 고랭지무 단수는 평년보다 증가할 전망

□ 추석 성수기인 9월 무 출하량 전년보다 다소 적을 듯

◦ 추석 성수기인 9월 고랭지무 출하량은 출하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조금 

적지만, 평년보다는 15% 많을 것으로 전망됨

표 16.  9월 무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전년 대비 -3.7  1.8 -2.0

평년 대비   2.4 12.4 15.1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추석 성수기 무 도매가격 전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가락시장 무 도매가격은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던 전년 성수기(8,320원)보다 높지만, 평년(1만 7,400원)

보다는 낮은 상품 18kg에 1만~1만 2천 원 내외로 전망됨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결과(490명), 9월 무 소비의향지수는 전월 

및 전년 동월보다 각각 14%p, 13%p 높아 추석시기 무 소비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표 17.  추석 성수기 무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10kg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년

도매가격
10,000∼

12,000
8,324 13,065 16,496 22,628 23,947 17,396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이며, 추석 전 2주의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추석 성수기 무 

도매가격은 가격이 

크게 낮았던 전년 

성수기보다 높겠으나, 

평년보다는 낮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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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산물

5.1. 밤

□ 올해 밤 생산량 전년보다 9% 증가 전망

◦ 올해 밤 생산량은 전년보다 9%, 평년보다는 2% 많은 6만 4,7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밤 내수물량은 수출입을 평년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6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 햇밤 생산은 평년보다 다소 이른 8월 하순부터 진행되었고, 추석 

시기에 주로 소비되는 중생종도 순조롭게 수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추석 성수품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

표 18.  2015년 밤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공 급 수 요

계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15년 71,693 64,724 6,968 60,084 11,609

2014년 66,192 59,342 6,850 55,638 10,554

평년 70,673 63,705 6,968 59,064 11,609

주: 2014년 생산량은 잠정치이며, 2015년 수출입량은 평년수준으로 가정.
자료: 2014년 임산물생산통계(잠정), 2014년 임산물수출입통계; 2015년은 산림정책연구부 전망치.

□ 추석 성수기 밤 소비지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7~8월 저장 밤의 생산지가격은 상품 ㎏당 1,890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40% 낮았으며, 햇밤이 출하되어도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약보합세로 예상됨

◦ 올해 추석 성수기 밤 소비지가격은 7~8월 가격(전년 대비 7% 하락)과 

산지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품 ㎏당 6,300~7,200원으

로 전년 성수기보다 2~14% 낮을 것으로 전망됨

표 19.  추석 성수기 밤 소비지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kg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균

소비지가격 6,300∼7,200 7,330 7,730 7,040 7,367

자료: 산림조합중앙회(상품 소비지 평균가격 기준); 2015년은 산림정책연구부 전망치.

“햇밤 생산은 

평년보다 이른 8월 

하순부터 순조롭게 

진행 중,

추석 성수기 햇밤 

소비지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보다 낮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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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추

□ 올해 대추 생산량 전년보다 적으나, 재고량은 많아

 ◦ 올해 대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29% 많으나, 전년보다 11% 감소한 

1만 2,6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추 수요는 국내소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올해 대추 내수물량도 1만 

2,6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올해는 추석 시기에 맞추어 9월 중하순부터 햇대추 출하가 

가능하고, 전년에 풍작으로 인해 재고량이 충분하여 생산량이 감소

하여도 추석 성수품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표 20.  2015년 대추 수급 전망
단위: 톤

공 급 수 요

계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15년 12,692 12,653 39 12,674 18

2014년 14,234 14,233  1 14,231  3

평년  9,879  9,840 39  9,861 18

주: 2014년 생산량은 잠정치이며, 수출입량은 평년수준으로 가정.
자료: 2014년 임산물생산통계(잠정), 2014년 임산물수출입통계; 2015년은 산림정책연구부 전망치.

□ 추석 성수기 대추 소비지가격 전년보다 소폭 낮을 전망

 ◦ 7~8월 건대추 생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9% 낮은 상품 ㎏당 

5,500원이었으며, 9월 중하순에는 추석 수요용 햇대추는 물론, 

건대추도 출하되어 생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로 예상됨

 ◦ 올해 추석 성수기 건대추 소비지가격은 7~8월 소비지가격의 소폭 

상승과 산지가격의 하락세 등을 고려할 때 전년 성수기보다 소폭 

낮은(-1%) 상품 ㎏당 1만 8,200원 내외로 전망됨

표 21.  추석 성수기 건대추 소비지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kg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균

소비지가격 18,200 18,350 17,368 17,690 17,803

자료: 산림조합중앙회(상품 소비지 평균가격 기준); 2015년은 산림정책연구부 전망치.

“추석 성수기 대추 

공급은 생산량 

줄어도 재고 많아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소비지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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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 ․ 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 ․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 ․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 ․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제82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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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 ․ 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제62호 한 ․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제53호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제51호 한 ․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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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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