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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요량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곡 수급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쌀 가격 상승을 기대

하는 농가들이 벼 출하를 지연함에 따라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됨. 11월 15일 산지 쌀 가격은 10월 평균 가격대비 0.5% 상승한 16만

5,792원/80kg으로 수확기 사상 가장 높은 수준임.

올해 농가의 벼 출하가 더욱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부정확한 생산량 통계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됨. 즉, 작년 수확기에 수급 실세보다 낮게 벼를 판매한 것에 대

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금년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2013년 목표가

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농가들의 출하 지연에 따른 시장공급량 감소로 2011년산 수확기(11∼12월) 산

지 쌀 가격은 16만 5천 원/80kg 내외의 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쌀 생

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2012양곡연도 단경기(7∼9월) 가격은 금년 수확기 가격에 비

해 약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임.

쌀 수급 안정과 매년 되풀이되는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 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 첫째, 벼 판매를 조합에 위탁하고 가공, 판매 후 농가에 정산하는 수탁거래 활

성화가 필요함. 둘째, 2013년에 변경될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에 대한 정

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셋째,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쌀 생산조정제의 유연한 추진이 요구됨. 넷째,

쌀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공식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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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쌀 가격 상승과 원인

1.1. 쌀 가격 동향

□ 10월 이후 산지 쌀 가격 수확기 사상 최고 수준 지속

○ 10월 초 산지 쌀 가격은 가격 조사대상이 햅쌀로 바뀌면서 9월 말 구곡

가격대비 9.5% 상승한 16만 6,284원/80kg

- 금년 추석이 빨랐고 조생종 생육이 지연되어 9월 벼 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

○ 중만생종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산지 벼 가격과 쌀 가격은 10월 중순

예년과 같이 하락

○ 그러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의 출하 지연으로 10월 말 이후 산지

벼 가격과 산지 쌀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하여 수확기 사상최고 수준

- 11월 15일 산지 쌀 가격은 10월 평균 가격대비 0.5% 상승한 16만

5,792원/80kg

그림 1. 전국 평균 산지 가격 추이

<산지 쌀 가격 추이> <산지 벼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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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의 쌀 가격 상승 원인

□ 2년 연속 쌀 생산량 감소

○ 최근 쌀 생산량은 440만 톤 이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산 쌀 생

산량이 429만 톤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1년산 쌀 생산량도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그림 2. 쌀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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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농가의 벼 판매량 감소와 재고 증가

○ 최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2011년산 쌀 생산량 감소로 농가들이 쌀 가

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벼 판매를 늦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 농업관측센터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1년 11월 현재까지의 벼 판

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 한편, 2011년산 농가 재고량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수준으로 조사됨

○ 현재 보유한 벼를 11월 중에 판매하려는 농가는 41.4%, 12월까지 판매

하려는 농가는 21.8%, 내년 1월 이후 벼를 판매하려는 농가는 36.8%등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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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1년산 농가재고 및 판매량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판매량 연고미 자가소비 재고량

-16.2 3.8 -0.6 14.3

자료: 2011.11.2～11.10 농업관측센터 논벼 표본농가 조사 결과

□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 실적은 감소

○ 가격 상승을 기대한 농가들의 벼 출하 지연으로 11월 18일까지 산지유

통업체들의 2011년산 벼 자체 매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한

116만 4천 톤

○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2011년 전체 벼 매입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13.6% 감소한 127만 8천 톤

표 2. 산지유통업체의 2011년산 벼 매입 실적

단위: 천 톤/정곡

구분
2010년

(A)
2011년

(B)
B/A
(%)

계획량
(C)

B/C
(%)

공공비축미 234 114 -51.5 340 33.5

- 포대벼 185 68 -63.1 270 25.2

- 산물벼 49 46 -6.7 70 65.3

RPC 자체매입 1,245 1,164 -6.5 1,688 68.9

-농협RPC 742 675 -9.0 893 75.6

-비RPC농협 353 367 4.0 507 72.4

-민간RPC 150 122 -18.7 288 42.3

전체 1,479 1,278 -13.6 2,028 63.0

1) 11월 18일 기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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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 2011년 10월 말 재고(보유)량은 전년 동기대비

10.4% 감소. 업체별로 농협이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하였으며, 민간

RPC는 16.2% 감소

표 3. 산지유통업체 10월 말 재고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구곡 신곡 합계

농협
(RPC, 비RPC농협)

-20.5 -9.6 -9.7

민간RPC -55.6 -15.8 -16.2

전 체 -22.7 -10.2 -10.4

자료: 2011.11.2∼11.7 농업관측센터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

1.3. 농가의 벼 출하 지연 이유

○ 올해 농가들이 벼 출하를 지연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전년에 이어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작년 수확기 부정확한 통계 정보로 수확기에

수급 실세보다 낮게 벼를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으로 추정

○ 2010년산 쌀 단수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낮

게 형성되면서 논벼 10a당 소득이 감소

- 2010년산 쌀 단수는 2009년산보다 9.6% 감소하였으나 수확기 가격

은 2.9% 하락

- 농가수취가격(직불금 포함)도 2009년대비 0.4% 하락하여 2010년산

논벼 10a당 소득과 순수익이 각각 전년대비 21.0%, 34.9% 감소

○ 농가들이 쌀 가격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확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13년산부터 조정되는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

- 농가는 쌀 가격 하락 시 목표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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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확기 쌀 가격과 논벼 10a당 소득 변화

구분
단수

(kg/10a)
수확기가격
(원/80kg)

농가수취가격
(원/80kg)

소득
(원/10a)

순수익
(원/10a)

2008년산 520 162,307 173,782 623,742 383,685

2009년산 534 142,360 165,924 549,312 319,468

2010년산 483 138,231 165,305 434,162 207,890

10년산/09년산
(%)

-9.6 -2.9 -0.4 -21.0 -34.9

1) 수확기가격은 10월∼익년 1월까지의 산지 쌀 평균가격

2) 농가수취가격은 수확기 가격에 직불금(고정+변동)을 합한 가격

자료: 통계청, 농림수산식품부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

에, 목표가격은 기준연도인 2003∼2007년 수확기 평균가격 대비 2008

∼2012년 수확기 평균가격의 변동률만큼 조정됨

- 가격이 결정된 2008∼2010년산까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14만 7,633

원/80kg으로 기준연도보다 3.2% 낮아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목표가

격은 기존 17만 83원에서 16만 4,585원으로 하락 전망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의 제 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

경):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

위로 변경한다”

○ 따라서 2011∼2012년산 수확기 가격이 높아야만 2013년 목표가격이 상

향 조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금년의 출하 지연 상황이 내년 수확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5. 5년 단위 목표가격 변경 가정 시 목표가격 변동

단위: 원/80kg, %

기준년도(A)
(’03∼’07년 수확기 평균)

이후 5개년도(B)
(’08∼’12년 수확기 평균)1)

목표가격 변동률
(B/A)

152,565 147,633 -3.2

1) 2008∼2010년산 수확기(10∼익년 1월) 평균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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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2.1.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 201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7% 감소

○ 201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422만 4천 톤(통계청 11

월 17일 확정치)

○ 쌀 생산량 감소는 등숙기(9∼10월)에 충분한 일조시간과 적은 강우량으

로 쌀 단수가 전년대비 2.7% 증가한 반면, 논 면적 감소 및 타 작물 재

배사업 추진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4.3% 감소하였기 때문

표 6. 2011년산 쌀 생산량

구분 2010년산(A) 2011년산(B) B-A
B/A
(%)

면적(천ha) 892 854 -38 -4.3

단수(kg/10a) 483 496 13 2.7

생산량(천 톤) 4,295 4,224 -71 -1.7

자료: 통계청

□ 쌀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요량 보다 4.5% 초과 전망

○ 201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곡 수급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2011년산 쌀 생산량은 민간 수요량보다 18만 톤 많고, 정부 수요량

을 포함한 전체 신곡 수요량보다 4만 톤 많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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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1년산 쌀(신곡)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2. 2011년산 쌀 가격 전망

□ 농가 출하 지연으로 11∼12월 쌀 가격 16만 5천 원/80kg 내외 전망

○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들의 출하 지연에 따른 벼 판매량 감소와 12

월까지의 예상 판매량을 고려하면 수확기 시장공급량은 전년대비 5.3%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농가가 예년 수준으로 정상 출하를 한다면 수확기 시장공급량은 388

만 톤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가들의 출하 지연에 따른 시장공급물량 감소로 2011년산 수확기(11

∼12)월 산지 쌀 가격은 16만 5천 원/80kg 내외의 현 수준이 지속될 것

으로 전망

○ 금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지만,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

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양곡연도 단경기(7∼9월) 가격은 수확

기 가격 대비 약보합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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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가수취가격은 상승하나 RPC는 경영악화 우려

○ 2011년산 수확기 쌀 가격은 165,000원/80kg으로 예상되어 변동직불금

이 지급되지 않으며, 고정직불금만 지급된 농가수취가격은 17만 6,475

원/80kg으로 목표가격보다 3.8% 상승할 전망

○ 농가수취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산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해마다 반복되는 농가와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판매 갈등으로 인해

올해는 수급실세 이상으로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단경기에

는 수확기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역계절진폭1이 나타날 전망

-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 잠재

표 7. 2011년산 직불금 포함 농가수취금액 추정

단위: 원/정곡 80kg

년산 2007 2008 2009 2010 2011(추정)

수확기 가격(A) 150,810 162,307 142,360 138,231 165,000

직불금(B)
고정 11,475 11,475 11,536 11,486 11,475

변동 4,907 0 12,028 15,588 0

농가수취가격

(C=A+B)
167,192 173,782 165,924 165,305 176,475

목표가격(D) 170,083 170,083 170,083 170,083 170,083

C/D(%) 98.3 102.2 97.6 97.2 103.8

1) 2011년산은 수확기 가격 16만 5천 원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 수확기(10~1월)가격보다 단경기(7~9월)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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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과 과제

□ 수탁거래 활성화 필요

○ 작년 수확기 이후 농가와 산지유통업체의 벼 판매 갈등으로 인해 실제

수급상황 이상으로 수확기 가격이 변동하고, 단경기에도 계절진폭과 역

계절진폭이 발생하는 쌀 가격불안정성이 커지는 경향

○ 쌀 가격안정화를 위해 벼 판매를 조합에 위탁하고 가공, 판매 후 농가에

정산하는 수탁거래의 활성화 및 공동계산방식 필요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올해 수확기 농가의 출하지연은 작년 수확기 부정확한 통계정보로 수확

기에 수급실세보다 낮게 벼를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와 최근 수확

기가격 하락으로 2013년에 변경될 목표가격 하락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

○ 2013년에 변경될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최근 쌀 가격하락으로 인해 2013년 목표가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

는 농가의 불안심리로 내년에도 수확기가격이 수급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쌀 생산조정제의 유연한 추진

○ 쌀 재고 과잉과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재검

토가 필요하나, 사업 중지는 역효과가 발생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최근의 쌀 소비감소추세를 반영하여 벼

재배면적 4만 ha를 타작물재배로 유도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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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상이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단수변동의 가능성과 타작

물의 수급을 고려하여 쌀 생산조정제의 유연한 추진 필요

○ 사업 중지는 현재까지 타작목으로 유도되었던 농가를 다시 쌀 재배로

유도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쌀 수급통계 신뢰성 제고

○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하고,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공식통계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

- 농업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산학연의

T/F를 구성하여 농업통계분석 방법론 상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

악하고 통계를 개선할 필요성

- 쌀 생산량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중장기적 연구투자가 체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정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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