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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 동향

∙ 2020년산 수확기 쌀 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구곡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14.0% 상승하였다.

∙ 2020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58.1kg으로 추정된다. 소비량 

감소 추세는 지속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2.3%)과 비교해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단기 전망

∙ 2020년산 단경기 가격은 전년(47,963원)보다 높지만 수확기 평균 가격(54,121원)보다는 

낮은 5만 2,500원~5만 3,800원/20kg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조곡 가격 상승

세가 이어지며 단경기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하겠으나, 시장 출하용 농가재고 보유량이 전년

보다 많고 정부가 산물벼 인도 및 공매 등의 형태로 부족 물량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

이어서 수확기에 급상승했던 쌀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및 벼 가격 상승세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72만 8천 ha로 조사되었다.

3) 중장기 전망

∙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재배면적 감소폭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과거와 비교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쌀 생산량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생산량 감소 추세에 

비해 소비량 감소 추세가 더 크게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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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수급

1.1.1. 생산

∙ 벼 재배면적은 농가고령화와 도시 개발, 타작물 전환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20년 벼 재배면적은 72만 6천 ha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여 이전년도 재배

면적 감소율(1.1%)과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2.0%)을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면적 축소(’19년 2만 8천 ha→’20년 2만 ha)와 

조곡(벼)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그림 10－1.  벼 재배면적과 단수 추이

자료: 통계청

∙ 쌀 생산량은 당해 작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재배면적이 줄어 추세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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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산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6.4% 감소(평년 대비 

12.6% 감소)한 350만 7천 톤이었다. 

- 출수 전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이삭수가 감소하였고, 병해충 

피해도 증가하였다. 또한,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연이은 태풍으로 도복 및 

흑수･백수･수발아 피해가 발생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전년 대비 5.9% 감소

(평년 대비 8.9% 감소, 483kg/10a)하였다. 

- 2020년산 단수는 2010년 이후 태풍 피해가 극심했던 2012년산(472kg/10a)과 

2010년산(482kg/10a)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1.1.2. 산지 거래 동향

∙ 2020년산 수확기 벼 매입량은 생산량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

(26만 톤)한 197만 7천 톤이며, 이는 계획량 대비 82.9% 수준이다. 

-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정부 매입량은 33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1만 

9천 톤)하였으며, 산지유통업체(RPC) 자체 매입량은 164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24만 1천 톤)하였다. 

[ 표 10－1 ]  2020년산 벼 매입실적(20.12.31. 기준)

단위: 천 톤, %

구 분
2019년

(A)

2020년 전년 대비
(B/A)

계획량 대비
(B/C)실적(B) 계획량(C)

전체 2,237 1,977 2,385 -11.6 82.9

정부매입 350 331 350 -5.3 94.7

RPC자체매입 1,887 1,646 2,035 -12.8 80.9

- 농협 1,633 1,422 1,650 -12.9 86.2

- 민간 254 224 385 -11.8 5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 벼 재배농가의 정부 및 산지유통업체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4.1%, 14.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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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농가재고량(시장 출하용)은 향후 벼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일부 농가의 출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2 ]  벼 재배농가의 출하처별 전년 대비 증감률(2020년산)

단위: %

정부 산지유통업체
자가소비

(연고미, 직거래 등)
재고 보유

(시장 출하용)

-4.1 -14.3 0.5 7.2

자료: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20.12.14~12.21.)

1.1.3. 소비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2.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양곡연도 기점으로 60kg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아침식사 결식 비율 증가,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쌀 대체식품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림 10－2.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와 2020양곡연도 소비량 추정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2020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외식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며 외식 소비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감소율(3.0%) 

대비 감소폭이 완화(1.9%)되어 58.1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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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4.3~4.6., 646명 

대상 전화조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외식 횟수는 55.7% 감소(외식 3.1회/주→

1.4회)했지만, 가정 내 소비 횟수는 11.2% 증가(15.4회/주→17.1회)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음식점 패널 3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1~9월) 월평균 쌀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0% 감소

(181.0→146.5kg)하였다. 

[ 표 10－3 ]  음식점 쌀 소비실태(월평균 구매량) 조사결과

단위: kg, %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률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80.1 180.8 182.0 144.6 147.3 147.8 -19.0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음식점 패널 분기별 조사(1분기: 20.3.30~4.29., 2분기: 20.7.1.~8.3., 3분기: 20.10.5.~11.4.)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쌀 소비량이 증가하는 한편, 쌀 간편식 가공식품 소비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  

- 2020년 1~10월까지의 쌀 간편식 가공식품 판매액(KREI 농식품 소비정보분석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다. 이 중 즉석밥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죽류와 도시락 형태의 세트밥 판매액도 각각 7.2%, 2.7% 

늘어났다.  

[ 표 10－4 ]  쌀 가공 간편식품 판매액(1~10월)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즉석밥 죽류 세트밥 건조밥 등 기타

2019년(A) 545,602 343,582 110,636 90,656 728

2020년(B) 569,316 357,235 118,609 93,094 378

증감률(B/A) 4.3 4.0 7.2 2.7 -48.1

자료: 「KREI 농식품 소비정보분석사업」의 닐슨 POS자료 재집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 패널 조사결과에서도 쌀 가공 간편식품 소비가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가

공 간편식품 구입 이유로는 ‘간편하게 한 끼 해결이 가능(70.2%)’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조리시간 절약

(19.1%)’, ‘비상용·예비용으로 구입(6.5%)’, ‘가성비가 좋아서(4.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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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 내 쌀 소비량 증가

∙ 2020년 1~10월까지의 소비지 유통업체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였다. 

소매업태별 쌀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가운데,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량이 176.7%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체인 슈퍼마켓(19.3%), 

대형마트 오프라인(15.9%), 편의점(13.1%), 조합마트(7.8%) 개인슈퍼(4.5%) 순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주거지와 

근접한 체인 슈퍼마켓에서의 쌀 구매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 표 10－5 ]  소매업태별 쌀 판매량
단위: 톤, %

구분 전체 대형마트
(오프라인)

대형마트
(온라인)

체인 
슈퍼마켓

조합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2019년(A) 205,342 34,906 5,502 18,888 32,058 377 113,611

2020년(B) 231,953 40,451 15,224 22,541 34,557 426 118,754

증감률(B/A) 13.0 15.9 176.7 19.3 7.8 13.1 4.5

주: KAMIS 월별 소매가격을 이용하여 판매량으로 추산하여 전년 동기와 비교하였음.  

자료: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KREI 농식품 소비정보분석사업」의 닐슨 POS자료 재집계(제주 제외)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패널 512명을 대상으로 쌀 소비 및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

(20.12.28.~12.29.)에서도 전년 대비 쌀 구입량이 ‘늘었다’는 응답이 50.9%이었으며, 

‘비슷하다’는 34.2%, ‘줄었다’는 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 쌀 구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로는 대다수가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95.1%)’이라고 응답하였다. 

- 반면, 쌀 구입량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한 이유로는 ‘배달 음식 및 외식 횟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밥 대신 다른 식품(고기, 

빵, 밀가루 제품 등)으로 대체(29.8%)’,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수 감소(14.3%), ‘결식 

횟수 증가(13.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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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수출입

∙ 쌀 수출 물량은 연평균 약 2천 톤 내외(해외원조 제외)이고, 쌀 수입량은 2015년 

관세화 시행 이후 의무수입물량(TRQ)에 준하는 40여만 톤의 물량이 국내로 도입

되고 있다. 

- 주요 쌀 수입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이며, 2015∼2019년 평균 

중국산(43.0%)과 미국산(36.5%) 수입량 합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이다. 

- 2019년 기준, 쌀 전체 수입량은 32만 8천 톤이었다. 이 중 미국산이 16만 3천 톤

으로 전체 수입량의 절반가량(49.8%)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중국산 15만 7천 톤

(47.9%), 베트남산 8천 톤(2.3%) 등의 순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 표 10－6 ]  국가별 쌀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404,157 340,626 452,307 424,919 328,154

- 미국
153,046 119,405 178,567 97,214 163,317

(37.9) (35.1) (39.5) (22.9) (49.8)

- 중국
184,611 179,282 157,098 160,098 157,147

(45.7) (52.6) (34.7) (37.7) (47.9)

- 베트남
41,000 11,010 71,606 137,566 7,655

(10.1) (3.2) (15.8) (32.4) (2.3)

- 태국
10,078 9,805 35,022 20,020 22

(2.5) (2.9) (7.7) (4.7) (0.0)

- 호주
15,414 16,113 10,008 10,000 0

(3.8) (4.7) (2.2) (2.4) (0.0)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 TRQ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로 도입된 TRQ외 수입량은 54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가공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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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재고

∙ 2010년대 초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은 8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연이은 풍작과 시장격리로 인해 2017양곡연도 재고량이 

188만 8천 톤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정부는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원조, 가공용 소비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9양곡연도 기말재고는 89만 8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2020양곡연도 기말재고량은 작황 부진에 따른 쌀 가격 상승 및 고미(古米)의 사료 

활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95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 기말재고율(총 수요량 대비 재고량)은 전년 대비 3.7%p 상승한 22.8%로 예상

된다.

그림 10－3.  양곡연도별 쌀 재고량 및 기말재고율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286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1.2. 가격

∙ 쌀 가격은 작황으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이나 시장 상황 및 산지유통업체의 심리적 요인 등도 가격변동 요인으로 작용

한다.

∙ 2019년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4만 7,963원/20kg(80kg기준, 19만 1,853원)

으로 수확기 가격 대비 1.0%의 계절진폭이 발생하였다. 

- 수확기 이후, 피해곡이 혼합된 저가 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쌀 

가격이 조곡 가격 상승세와 코로나19 확산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쌀 

판매 증가로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절진폭이 발생하였다.

  

[ 표 10－7 ]  연산별 계절진폭 추이
단위: %

10년산 11년산 12년산 13년산 14년산 15년산 16년산 17년산 18년산 19년산

11.5 -2.5 1.6 -4.5 -4.5 -8.1 0.3 15.8 -2.7 1.0

주: 계절진폭은 수확기 평균가격 대비 단경기 평균가격의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0년산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은 2019년산 구곡 재고 부족과 2020년산 생

산량 감소에 따른 조곡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0% 상승한 5만 

4,121원/20kg(80kg 기준, 21만 6,484원)이었다.  

- 수확기 초기(20.10.5.) 가격은 생육기 기상 악화에 따른 조생종 수량 감소와 수확 

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14.3% 높은 5만 4,822원/20kg이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부터 중만생종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순기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11월 들어 원료곡 부족 현상에 따른 향후 시세에 대한 시장 관망 및 기대 심리 

등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며 쌀 가격이 상승세로 다시 전환되었고, 조곡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쌀 가격도 상승하였다. 

- 다만, 정부의 수급대책 발표(20.11.25.) 이후 순기별 쌀 가격 상승폭은 11월 평균 

0.4% 상승에서 12월 0.2%로 소폭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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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망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2021양곡연도 수급 

∙ 2021양곡연도 총공급량은 2020년산 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4.8% 줄어든  

486만 6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표 10－8 ]  2021양곡연도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2020년(추정, A) 2021년(전망, B) 증감률(B/A)

공급량

소계 5,113 4,866 -4.8

이월재고 898 950 5.8

생산 3,744 3,507 -6.3

수입 471 409 -13.2

수요량

소계 4,163 4,178 0.4

식량 3,017 2,970 -1.6

가공 744 748 0.5

종자·수출·원조 86 93 8.1

사료 42 0 -

기말재고 950 688 -27.6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2021양곡연도 총수요량은 식량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공용과 해외원조 수요

가 늘어 전년 대비 0.4% 증가한 417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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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식량 수요는 297만 톤 수준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

질 전망이다. 가공 수요는 쌀 가공 간편식에 대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0.5% 증가한 74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종자와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해외원조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겠으며, 

정부재고 감소로 사료 이용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양곡연도 기말재고는 2020년산 생산량 감소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양곡 

시장 판매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6% 감소한 68만 8천 톤 수준으로 전망

된다.

2.2. 2020년산 단경기 가격

∙ 2020년산 단경기 쌀 가격은 전년(47,963원/20kg)보다 높지만 수확기 평균 가격

(54,121원)보다는 낮은 5만 2,500원~5만 3,800원/20kg으로 전망된다. 

- 2020년산 생산량이 신곡수요량 대비 부족하여 조곡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단경기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가격 상승 기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재고 보유량이 전년보다 많고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 산물벼 인도 및 공매 등을 계획(37만 톤 범위 내 단계적 공급)

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수확기에 급상승했던 쌀 

가격은 점차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0－9 ]  2020년산 단경기 가격 전망

단위: 백 원/20kg, %

수확기 가격(A) 단경기 가격(B) 증감률(B/A)

541 525 ~ 538 -3.0 ~ -0.6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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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년 재배의향면적 

∙ 2021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72만 8천 ha로 조사되었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타작물로 전환되었던 일부 

면적이 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수확기 조곡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벼 재배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표 10－10 ]  2021년 벼 재배의향면적

단위: 천 ha, %

2020년(확정, A) 2021년(추정, B) 전년 대비 증감률(B/A)

726 728 0.3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20.12.14.~12.21.)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대상 조사결과(20.12.14.~12.21.), 2021년부터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타작물로 전환했던 농가 중 일부는 벼로 회귀할 것

으로 보인다.   

- 2020년 논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했던 농가 중 79.1%는 타작물로 전환했던 

면적을 유지, 5.2%는 일부 면적만 유지, 15.7%는 타작물 면적 전부를 벼로 회귀

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 타작물을 벼로 전환하려는 이유로는 높은 쌀값, 노동력 부족 및 타작물의 수익성 

하락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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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망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가정

∙ 쌀 단수는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직전 5개년(2017~2021양곡연도)  

평년단수 521kg/10a를 적용하였고,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 쌀 관세화 이후 TRQ외 수입량은 매우 미미하므로 중장기적으로도 의무수입물량

(40만 9천여 톤)만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2020년 7월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상에 따르면 신곡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일정 수준 

많은 경우 정부가 매입하되, 이듬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중장기 전망

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3.2. 전망

∙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 벼 재배면적은 2021년 72만 8천 ha에서 2030년 66만 ha로 연평균 1.1%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2021년 379만 9천 톤에서 2030년 343만 8천 톤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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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식량 소비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겠으나, 가공용 소비

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 및 가공용 소비 총량의 감소폭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식량 및 가공용 쌀 소비 총량은 2021년 369만 6천 톤에서 2030년 337만 1천 톤

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식량 소비량은 동 기간 292만 6천 톤에서 246만 9천 톤 

수준으로 연평균 1.9% 감소하나, 가공용 소비량은 77만 1천 톤에서 90만 2천 톤

으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산지 쌀 가격이 2020년산 가격 수준(연평균 가격 기준 53,750원/20kg)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쌀 가격으로 인해 쌀 소비량은 베이스라인 전망치(표 10-11)보다 더 많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산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30년 재배면적이 베이스

라인 대비 각각 8%, 10% 내외 추가로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추가 감축면적은 평년단수를 가정한 전망치이므로 2020년산의 경우와 같은 작황 

악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필요 감축면적은 변동될 여지가 있다. 

[ 표 10－11 ]  중장기 쌀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0년
전망

2021년 2025년 2030년

재배면적 천 ha 726 728 704 660

생산량 천 톤 3,507 3,799 3,669 3,438

식량·가공용 소비량 천 톤 3,718 3,696 3,514 3,371

- 식량 천 톤 2,970 2,926 2,683 2,469

- 가공용 천 톤 748 771 832 902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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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04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020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8.1kg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된다. 소비량 감소 추세는 지속되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감소율(3.0%),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2.3%)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산 단경기 쌀 가격은 5만 2,500원~5만 3,800원/20kg으로 전망된다. 

2020년산 생산량 감소와 조곡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겠

으나, 시장 출하용 농가재고 보유량이 전년보다 많고 앞으로 정부가 산물벼 인도 

및 공매 등을 통한 37만 톤 규모의 공급 대책을 계획하고 있어 수확기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및 수확기 조곡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72만 8천 ha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벼 재배의향면적에 평년단수(521kg/10a)를 적용할 경우,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79만 9천 톤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재배면적 감소폭은 과거와 비교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이후 재배면적 연평균 감소율은 2.0%이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연평균 

1.1%의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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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생산량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생산량 

감소율(연평균 1.1%)과 비교해 식량 소비량 감소 추세(1.9%)가 더 크게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 중장기적으로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재배면적 감소폭이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점차 감축해 나가되, 수요에 

기반한 품종개량 및 품질 고급화 등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