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동향

단위 : 원/kg

  주 : 5월은 5일 이동평균(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간의 평균치)로 계산함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5월 15일 현재 전국 쌀 산지 쌀값은 전년대비 11.5%, 수확기 대비 1.9% 하락한 1,592원/kg

 2016산 쌀 생산과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 증가 등으로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1,623원/kg으로 전년대비 14.7% 하락하였다.

 수확기 이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2016년산 산지 쌀 가격은 월평균 0.5%씩 하락하여
약보합세를 유지, 이는 2015년산 감소세(월평균 감소율 1.5%) 보다 1%p 낮은 수준이다. 

 수확기에 벼 매입이 많았고, 최근까지 쌀 가격이 보합세가 지속되어 산지유통업체의 벼 
거래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산지 쌀 가격 동향      
   단위 : 원/kg 

양곡년도 기준 2015년산
(A)

2016년산
(B)

증감률(%)
전년대비(B/A) 수확기대비

수확기(10~12월) 1,902 1,623 -14.7 　-
1월 1,827 1,618 -11.5 -0.3
2월 1,819 1,614 -11.3 -0.5
3월 1,808 1,607 -11.1 -1.0
4월 1,803 1,597 -11.4 -1.6

5월 05일 1,801 1,591 -11.6 -2.0
5월 15일 1,799 1,592 -11.5 -1.9

  주 : 수확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가격임
출처 : 통계청 

  
 수확기 이후 산지별 쌀 도매가격 약 보합세 유지

 경기미 도매가격은 2017년 4월 현재 1,775원/kg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월평균 0.2%씩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충청․전라미는 지난해 10월 1,519원/kg에서 2017년 4월 현재 
1,525원으로 소폭 상승세(월평균 0.07%)를 유지하며 산지 간 가격격차가 소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산지별 쌀 도매가격 추이



  소비 및 산지유통동향

 2016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 전년대비 1.6% 감소한 61.9kg

 통계청 발표(2017.1.24.)에 따르면, 2016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61.9kg으로 소비량 감소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소비 감소율(2.5%)보다 적은 
수준이다.

 농가와 비농가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각각 100.5kg, 59.6kg으로 전년대비 각각 1.6%, 
0.7% 감소하였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세
단위:kg/인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평균 128.1 119.6 106.5  93.6  80.7  72.8  69.8  67.2  65.1  62.9  61.9

-농  가 164.3 160.5 149.2 139.9 130.8 118.5 111.2 107.9 104.7 102.1 100.5

-비농가 118.1 112.1 101.3  89.2  77.0  69.8  67.0  63.9  61.9  60.0  59.6
 자료: 통계청 

 ■ 수확기 이후 쌀 산지유통업체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관측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관측결과에 따르면 수확기 이후(2017. 1~4월)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이후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4월말 현재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도 전년과 비슷하며, 농협재고는 전년 대비
1.9% 정도 감소하였고 민간 RPC 재고는 전년대비 18.4% 증가하였다.

  주: 정부출하에는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쌀 주산지 소식

 (전북 김제) 김제지역 벼 재배 농가는 농협 RPC(65%), 민간도정공장(15.0%), 정부공공 
비축(10.0%)으로 대부분 출하하며 나머지 물량은 도매시장(5.0%), 직거래(2.0%), 기타 
(3.0%)형태로 출하하고 있다. 김제지역 RPC 주요매입품종은 신동진벼(60.0%), 일반벼(30.0%), 
찰벼(10.0%)이다. RPC의 주 출하지역은 수도권 75%, 경남권 15%, 제주 10% 등이다. 

 (충남 당진) 당진지역 벼 재배 농가는 농협 RPC(62%), 민간도정공장(18%), 정부공공비축(7%)로 
대부분 출하하며 나머지는 도매시장 및 기타 (13%)로 출하하고 있다. RPC 주요매입품종은 
대보벼(29%), 삼광벼(17%), 황금누리(17%), 기타(37%)이다. RPC의 주 출하지역은 수도권 66%, 
충청권 32%, 경남권 2% 등이다.

 (경기 평택) 평택지역 벼 재배 농가는 농협 RPC(80%), 정부공공비축(20%)로 대부분 출하하고 
있다. RPC 주요매입품종은 고시히까리(60%), 추청벼(40%)이다. RPC의 주 출하지역은 수도권 
85%, 경남권 11%, 기타 4% 등이다.



기상과 쌀 생산기술

 금년 5월(5.1~5.15) 평균기온은 17.3℃로 평년 대비 1.2℃ 높았으며 강수량은 11.5mm로 

평년대비 18% 수준

 금년 경기도 1월 평균기온은 –2.2℃로 평년 대비 1.5℃ 높았으며 최고기온, 최저기온은 평년 
대비 각각 1.6℃, 1.2℃ 높았다. 또한 강수량은 평년대비 47% 수준이다. 

 금년 경기도 5월(5.1~5.15) 평균기온은 17.3℃로 평년 대비 1.2℃ 높았으며 최고기온, 
최저기온은 평년 대비 각각 1.5℃, 1.1℃ 높았다. 또한 강수량은 평년대비 18% 수준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도내 향후 3개월(6월~8월) 동안 날씨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수량은 6월에는 평년보다 적겠으며 7,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다.

도내 3개월 날씨전망(2017. 5. 23. 10시 발표, 기상청)

기온 강수량 기타

6월 평년보다 높겠음 평년보다 적겠음 전반에는 말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후반에는 구름많은 날이 많겠음.

7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으며, 후반에는 
점차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음. 대기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자료 : 기상청

 적기 모내기 추진  

 지역별 적응품종을 적기에 이앙하면 수량확보와 미질향상에 유리하며 이앙최적기 보다 10일 빠르거나
10일 늦으면 완전미 수량이 감소하고 백미 중 분상질립이 증가하며 품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지  대
이앙적기(월.일) 최적 이앙기(월.일)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
중북부내륙 평야지(연천) 6. 4～6.10 5.18～5.24 5.15～5.21 6. 7 5.21 5.18

중부평야지(수원, 화성) 6. 9～6.14 5.27～6. 2 5.15～5.21 6.12 5.30 5.18

 모내기 후 본논 관리

 피 등 일년생잡초와 올방개 등 다년생잡초가 많이 자라는 논은 초·중기 방제와 중기방제를 
하고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이 많을 경우 일조시간 부족으로 벼가 웃자라 연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한다.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팰 때까지는 물 걸러대기(3일관수 2일배수)를 실시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 주도록 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주간농사정보



2017년 경기도 벼 재배의향면적 7만 6천ha

  2017년도 경기도 벼 재배 목표면적은 전년대비 4.6% 감소한 77,010ha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생산대책의 일환으로 ‘16년 벼 재배면적 779천ha에서 35천ha(4.5%) 분을 
감소시켜 ’17년 벼 재배면적이 744천ha가 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벼 재배면적을 ‘16년 80,750ha에서 3,740ha(4.6%) 감소시켜 ’17년 77,010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논에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액은, 전환면적이 5~10ha는 사업비 
1억원이내, 11~15ha는 1억~2억, 16ha이상은 3억원 등 이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전환과 아울러 축제 등 행사지원을 통해 쌀 안정화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쌀 소비이용 촉진을 위해 도내에서는 가공용 쌀 계약재배가 화성, 평택, 김포, 광주, 양평, 연천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확대가 예상되는 면적은 ‘16년 354ha에서 17년 365ha로 
약 3.1% 증가한 면적이다.

 2017년 경기도 벼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5.6% 감소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2017. 5. 1 ~ 5.11)에 따르면 
전국 재배의향면적은 75만 5천ha로 전년보다 3.0%(2만 3천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생종이 전년대비 3.1% 감소하고 중․중만생종이 2.9% 감소하여 전체 3.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2017. 5. 1.~ 5.10), 논벼 재배의향면적이 7만 6,191ha로, 
전년보다 5.6%(4,559ha)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중만생종이 전년 보다 5.7% 줄고, 
조생종이 4.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벼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조생종 중․중만생종 계

전국 -3.1 -2.9 -3.0
경기 -4.1 -5.7 -5.6

자료 : 전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전화조사결과(2017. 5. 1 ~ 5.11)
      경기 - 경기도 논벼 표본농가 전화조사 결과(2017.5.1.~2017.5.10.)

  

 한편, 금년 정부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2017년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 5천ha 감축하여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17. 2. 9.).

 경기도도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환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과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표본농가 조사에서는 정부정책(쌀 적정생산 유도)과 더불어 경기도 전환면적
차등지원 시책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재배의향 면적이 전국보다 2.6% 더 감소하는 것으로 
2017년 논벼 재배의향면적이 나타났다. 

2017년 경기도 쌀 적정생산대책

  



2017년 경기도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7만 6천ha(5월 초 기준)

 경기도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정부정책(쌀 적정생산유도) 및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농가경영계획 일환(농지이용 합리화, 타작물 전환 등) 등의 효과로 2017년 경기도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7만 6,191ha

 숙기별로는 조생종이 전년대비 4.1%, 중․중만생종이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확기 이후 산지별 쌀 도매가격 약 보합세 유지 

 수확기 이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산지 쌀 가격은 월평균 0.5%씩 하락하며 약보합세 
유지하고 있으며 5월 15일 현재 전국 산지 쌀값은 전년대비 11.5%, 수확기 대비 1.9% 
하락

 산지별 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수확기 이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경기미는 월평균 
0.2% 씩 감소하고 있으며 충청․전라미는 월평균 0.07% 씩 소폭 증가하여 경기미와 
충청․전라미의 가격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모내기 후 본논 관리 철저

 피 등 일년생잡초와 올방개 등 다년생잡초가 많이 자라는 논은 초·중기 방제와 중기방제를 
하고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이 많을 경우 일조시간 부족으로 벼가 웃자라 연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병해충 관리 철저

 



내용 : 벼 재배면적, 벼 생육상황, 예상생산량

경기도 쌀 관측정보는 인터넷 (http://nongup.gg.go.kr/자료실/농업경영정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031-229-57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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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 관측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조사설계하여 경기도 소재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관측정보, 통계청,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상청,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정해양국 등 관련기관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내부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관측정보는 향후 기상과 수급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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