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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 동향

∙ 2020년 주요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딸기, 수박, 참외) 재배면적은 노동력 부

족, 작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4만 5,052ha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딸

기(-12%), 오이(-5%), 수박･호박･토마토(-3%), 참외(-1%)가 감소하였고, 풋고추는 3% 

증가하였다. 특히 풋고추･오이･호박은 최근 기온 상승, 재배기술 향상으로 주산지 집중화 

경향이 심화되는 반면, 토마토는 시설재배 확대 등으로 재배지역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

고 있다. 

∙ 2020년 주요 과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한 

194만 톤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착과 불량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여름철 과채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2) 수급 전망

∙ 2021년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4만 5,993ha로 전망된다. 전년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정식면적을 늘리려는 농가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7

대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4% 많은 202만 톤 수준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7대 과채류 재배면적은 2021년 이후 연평균 0.4%의 감소세를 보이며 

2030년 4만 4,487ha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수박･참외(연평균 -1.3%), 풋고

추(-1.1%), 오이(-0.3%)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딸기(0.5%), 토마토(0.8%), 호박(0.1%)

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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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산업 동향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생산 동향

∙ 주요 7대 과채(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딸기, 수박, 참외) 재배면적은 2000년 

7만 4,022ha에서 2020년 4만 5,052ha로 연평균 2%의 감소 추세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외와 수박 재배면적이 동기간 연평균 5%의 감소율을 보여 

과채류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박과 토마토 재배면적은 동기

간 연평균 1%의 증가세에 있다.

∙ 경지면적에서 7대 과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면적이 줄어 2000년 3.9%에서 

2020년 2.9%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5－1.  주요 7대 과채 재배면적

주: 2020년 경지면적은 2010~2019년 연평균 증감률(-0.9%)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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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과채 생산량은 2000년 260만 톤에서 2019년 210만 톤으로 연평균 1%의 감

소세에 있다. 이는 재배기술 발달과 다수확･내병계 품종 보급 등에 따른 단수 증가

폭보다 재배면적 감소폭이 컸기 때문이다. 2020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여

름철 작황 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8% 줄어든 194만 톤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보면 지난 20년간 수박과 참외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4%의 감소율을 나

타낸 반면, 호박과 토마토는 각각 연평균 1%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딸기는 재

배면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고설재배(하이베드) 증가와 다수확 품종인 설향의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20만 톤 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5－2.  주요 7대 과채 생산량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2019년 과채 생산액은 2018년 대비 1% 증가한 5조 2,210억 원이다. 농업 생산액 

대비 과채 생산액 비중은 2015년 12%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9년 11% 수준이다. 

∙ 2019년 7대 과채 생산액은 4조 8,108억 원(전체의 92%)으로 전년 대비 2% 증가

하였다. 품목별로는 딸기가 2018년 대비 2,160억 원 증가한 1조 5,093억 원

(28.9%)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토마토 7,470억 원(14.3%), 풋고추 

6,200억 원(11.9%), 수박 5,680억 원(10.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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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1 ]  과채 품목별 생산액

단위: 10억 원, %

구분 전체
7대 과채류 전체

기타
소계 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딸기 수박 참외

2019년 5,221 4,811 548 428 620 747 1,509 568 391 410

2018년 5,161 4,741 603 507 614 749 1,294 648 328 420

증감률 1.2 1.5 -9.1 -15.7 0.9 -0.2 16.7 -12.3 19.5 -2.4

비중 100.0 92.1 10.5 8.2 11.9 14.3 28.9 10.9 7.5 7.9

주 1) 기타는 가지, 멜론, 파프리카 등임.

2) 비중은 2019년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1.2. 소비동향

∙ 7대 과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54.8kg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9년에는 41.2kg까지 감소했다. 2020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8% 적은 37.8kg으로 추정된다.

∙ 채소 과채(오이, 호박, 풋고추) 소비량은 2020년 16.6kg, 과일 과채(수박, 참외, 딸

기, 토마토)는 21.1kg으로 추정된다. 추세적으로 주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채소 과

채 소비량은 2000~2020년 동안 연평균 1%의 감소세에 있는 반면, 과일 과채 소비

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3% 감소하여 채소 과채 대비 감소폭이 컸다. 이는 FTA 체결 

등으로 과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소비 대체 가능한 과일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림 15－3.  주요 7대 과채 1인당 연간 소비량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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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오이 재배면적은 2013년 이후 연평균 4%의 증가세에 있다. 주산지의 재배면적 

확대, 타 과채류에서의 작목 전환 등이 재배면적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은 감소세로 전환되

었다.

∙ 2020년 오이 재배면적은 4,721ha로 전년 대비 5% 줄어들었다. 이 중 노지면적 

비중은 23%로 2010년 대비 4%p 상승한 반면, 시설면적 비중은 2010년보다 

4%p 하락한 77%를 차지하였다.

그림 15－4.  오이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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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시설+노지)은 충청이 33%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강원(19%), 경기와 영남(각각 18%), 호남(11%)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 시설 재배면적은 강원과 충청 비중이 각각 12%, 36%로 2010년 대비 확

대되었고, 경기, 영남, 호남지역은 각각 19%, 21%, 12%로 2010년보다 축소되었

다. 노지 재배면적의 경우, 동기간 강원, 충청지역 비중이 각각 38%에서 46%, 

14%에서 22%로 증가하였다. 

그림 15－5.  지역별 오이 재배면적 비중

(시설오이) (노지오이)

주: 제주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 오이 단수는 시설 현대화, 농가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 

3년(’17~’19)간 7,222kg/10a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2020년 단수는 봄 작형의 

작황 호조로 전년(7,377kg/10a) 대비 3% 증가한 7,602kg/10a으로 추정된다.

∙ 오이 생산량은 2013년 25만 5천 톤에서 연평균 9% 증가율로 2018년 39만 1천 

톤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에 36만 6천 톤, 2020년에 

전년 대비 2% 감소한 35만 9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476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2.1.2. 출하 및 가격 동향

∙ 5대 도매시장 기준, 2020년 오이 품종별 도매시장 반입 비중은 백다다기오이가 

전체의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가시오이(26%), 취청오이

(12%) 순이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백다다기오이와 가시오이의 비중이 각각 

1%p, 4%p 상승하였고, 취청오이는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6.  오이 품종별 5대 도매시장 반입 비중 변화

주 1) 반입량은 5대 도매시장(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기준임. 

2) 기타는 노각오이, 피클오이, 캡오이 등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 가락시장 기준으로 살펴보면,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2010년 7만 2천 톤에서 이

후 연평균 2%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2014~2017년 동안 평균 9만 7천 톤 수준

에 육박할 만큼 늘었다. 2018년 반입량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8만 8천 톤

까지 줄었으나, 2019년부터 작황 호조로 반입량이 늘어 2020년에 9만 2천 톤까

지 증가하였다. 취청오이 반입량은 백다다기오이로의 품종 전환과 주 출하지인 호

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2010년 이후 연평균 4%의 감소세에 있다.

∙ 백다다기오이 실질가격은 최근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평균 1,480원/kg 내외

를 유지하고 있다. 취청오이 실질가격은 2016년(2,010원/kg)에 최고치를 기록했

고, 2017년에 1,650원/kg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해 2019년에 

1,980원/kg까지 상승하였다. 2020년 실질가격은 백다다기오이가 전년 대비 

10% 높았고, 취청오이가 6% 낮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수요 감소는 외

식업체 수요가 큰 취청오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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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오이 품종별 반입량과 가격 추이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백다다기와 취청오이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가격은 평균 각각 1,780원/kg, 

1,910원/kg으로 과거(2015~2017년) 대비 7%, 8%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7~10월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지재배를 주로 하는 강원지역

에서 여름철 기상 악화(폭염, 집중호우 등)로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5－8.  오이 품종별 월별 가격 추이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478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 최근 10년간 백다다기오이의 주산지 집중도 추이를 살펴보면, 기온 상승, 재배 기

술 향상 등으로 출하 시기가 연장되면서 산지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 상주와 충남 천안을 포함한 강원 춘천･홍천, 충남 

공주 등으로 산지의 집중화가 뚜렷하다.

- 주 출하지 상위 3개 시군에 대한 최근 5년 집중도(R3)는 40%로 과거 5년 대비 

6%p 늘었으며, R4와 R5는 과거 대비 각각 4%p, 2%p 상승하였다.

그림 15－9.  오이 주산지 집중도 추이

주 1) 집중도는 5대 도매시장(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반입량을 활용해 산출함.

2) R3~5는 상위 3~5위 지역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은 과거 대비 최근 5년 7~8월 물량 비중이 확대되었

다. 그러나 9월 물량 비중이 감소한 것과 상응해 경기와 충남지역의 물량 비중은 

확대되었다. 9~10월에 물량 비중이 큰 충남지역(천안)의 경우, 11~12월 물량이 

감소했고, 경북지역은 같은 시기에 늘어 겨울철에 날씨가 좀 더 온화한 경북지역

(상주)으로 산지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경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지만 최근 시설 재배 확대로 봄

철(4~6월) 출하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출하 경합 지역인 경북의 오이 물량 비중은 과거 대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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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0.  월별 지역별 오이 반입 비중

(강원) (경기)

(경북) (충남)

주: 집중도는 5대 도매시장(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반입량을 활용해 산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2.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오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9.5kg에서 2013년 5.0kg으로 연평균 5%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이후로는 연평균 4%의 증가율로 2018년에 7.6kg 수준

까지 회복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식자재 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

소로 6.9kg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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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1.  오이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 조사결과, 2020년 소비자의 오이 구입 주기는 ‘2주일에 1회’가 30%, ‘주 1

회’가 27%로 조사되었다. 2019년 소비자의 오이 구입 주기가 ‘2주일에 1회’ 35%, 

‘한달에 1회’ 34%인 것과 비교해 2020년 오이 구매 주기는 전년 대비 짧아졌다.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오이 소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응답자

의 63%가 변화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23%는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오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소비 경험이 있는 소비자(20%)의 오이 구매 이유를 살펴보면, ‘편리해서’

가 54%, ‘다른 품목도 함께 구매 가능해서’가 1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소비자

의 68%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오이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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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이 소비 변화

그림 15－13.  온라인 구매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 2020년 1∼4분기 음식점 소비 실태를 살펴보면,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대

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15%, 2분기 16%, 3분

기 19%, 4분기 23% 감소하였으며, 분기가 거듭될수록 월평균 구매량의 감소폭이 

컸다. 오이는 주로 외식업체의 주 재료로 쓰이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식자재 

시장 침체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었다. 코로나19 영향이 2021년에 지속될 경우, 

외식업체의 오이 소비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표 15－2 ]  2020년 분기별 음식점 오이 소비 실태

단위: kg,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0 14.83 15.16 14.98 14.28

2019 17.42 18.02 18.57 18.45

증감률 -14.9 -15.9 -19.3 -22.6

주: 2020년 4/4분기의 12월은 예상 구매량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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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수출입 동향

∙ 2020년 전체 오이 수출량은 211톤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다. 오이 수출 품

목은 크게 두 부류로 신선(61%)과 초산조제(39%)가 있다. 2020년 신선오이 수출

량은 128톤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48%), 러시

아(30%), 홍콩(16%)이다. 초산조제 수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82톤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32%)과 러시아(28%)이다. 

∙ 오이 수입은 절임(55%)과 초산조제(45%)로 이루어지며, 2020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만 9,055톤이었다. 2020년 절임오이 수입량은 전년보다 4% 적

은 1만 482톤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77%)과 인도(23%)이다. 초산조제오

이 수입량은 8,572톤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고, 주 수입대상국은 베트남

(80%)과 미국(11%)이다. 

[ 표 15－3 ]  오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량

신선 5,805 918 27 64 47 50 53 88 128

절임 0 4 0 30 25 51 0 0 0

초산조제 1 29 27 140 135 210 206 140 82

전체 5,807 951 55 234 207 312 260 229 211

수
입
량

절임 2,576 13,305 16,805 14,302 12,401 12,377 11,392 10,867 10,482

초산조제 6,165 4,358 3,795 6,732 8,569 7,746 8,914 9,101 8,572

전체 8,741 17,663 20,600 21,034 21,025 20,123 20,307 19,969 19,055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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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급 전망

2.2.1. 2021년 전망

∙ 2021년 오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4,839ha로 전망된다.

- 2020년 10~12월 정식면적은 10월 이후 오이 시세 하락으로 전년 대비 1% 감소

하였다.

- 2021년 정식면적은 전반적으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2~6%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과 6~9월에는 주 정식지인 충청지역에서 기존 농가

의 재배면적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역 정식 시기인 3~5월은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증가와 타 작목(양배추, 배추 등)에서 오이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1년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나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1% 적은 35

만 6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표 15－4 ]  2021년 시기별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전체
10~12월 1~2월 3~5월 6~9월

비중 32.4 27.3 19.4 20.9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0.7 2.4 4.2 5.8 2.5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 표 15－5 ]  2021년 오이 수급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년 4,839 7,363 356.3

2020년 4,721 7,602 358.9

평년 4,887 7,235 353.6

증감률
전년 대비 2.5 -3.1 -0.7

평년 대비 -1.0 1.8 0.8

주: 2020년 단수와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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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장기 전망

∙ 중장기적으로 오이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2021년 4,839ha

에서 2030년 4,709ha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 축소 영향으로 2021년 35만 6천 톤에서 2030년 34만 9

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1인당 소비량은 6.7kg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 표 15－6 ]  오이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면적 ha 4,721 4,839 4,770 4,709

단수 kg/10a 7,602 7,363 7,383 7,408

생산량 천 톤 358.9 356.3 352.2 348.9

1인당 소비량 kg 6.9 6.9 6.8 6.7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그림 15－14.  오이 중장기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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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타 과채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소요1)되는 호박의 경우, 재배면적

이 지난 20여년간 큰 변동 없이 9천∼1만 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호박 

재배면적은 2019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9,565ha이었다.

- 2020년 호박 노지면적 비중은 2010년보다 7%p 상승한 71%(6,781ha)이며, 시

설 비중은 같은 기간 대비 5%p 하락한 29%(2,784ha)를 차지하였다.

그림 15－15.  호박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2019년)에 따르면, 1년 1기작/10a 기준 작업단계별 시설호박의 노동시간은 371시간으로 토

마토 반촉성(412), 파프리카(536), 딸기(601), 오이 촉성(664)보다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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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시설+노지, 2020년 기준)은 영남과 호남지역이 각각 32%

로 가장 크고, 충청 15%, 강원･경기 각각 11% 순이다. 재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면적은 영남지역이 37%로 가장 높고, 충청과 호남이 각각 24%, 22%를 차지

하고 있다. 노지면적은 호남지역이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영

남(29%), 강원(15%)이다.

- 2020년 시설호박 면적 비중은 주산지인 영남, 충청지역에서 2010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경기지역에서 6%p 상승하였다.

- 2020년 노지호박 면적 비중은 2010년 대비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13%p, 2%p 

늘었고, 경기, 강원, 충청지역에서 각각 8%p, 6%p, 1%p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5－16.  지역별 호박 재배면적 비중

(시설호박) (노지호박)

주: 제주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 호박 단수는 최근 3년간(’17~’19) 3,429kg/10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단수는 주 출하지의 병해 및 바이러스 피해 등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3,235kg/10a으로 추정된다.

∙ 2020년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10% 적은 31만 톤 수준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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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출하 및 가격 동향

∙ 5대 도매시장 기준, 2020년 호박 품종별 반입 비중은 애호박이 전체의 57%로 가

장 크며, 다음으로 쥬키니호박(20%), 단호박(16%) 순이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애호박 비중은 4%p 상승한 반면, 단호박은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 특히 단호박의 경우, 2015년 대비 2020년 전체 반입 비중은 3%p 줄었으나, 수

입 단호박 비중은 2010년 1%, 2015년 2%, 2020년에는 4%로 점차 늘고 있다.

그림 15－17.  호박 품종별 5대 도매시장 반입 비중 변화

주 1) 반입량은 5대 도매시장(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기준임. 

2) 단호박 반입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포함했으며, 기타는 늙은호박, 청호박, 풋호박 등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 가락시장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호박 전체 반입량은 주산지의 작황 부진으

로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9% 감소한 7만 5천 톤이었다. 호박 전체 가격은 반입

량 감소로 전년 대비 28% 높은 1,660원/kg이었다.

∙ 품종별로 살펴보면, 반입 비중이 가장 큰 애호박의 경우, 2010년 4만 4천 톤에서 

이후 꾸준히 늘어 2014∼2017년 동안 평균 5만 6천 톤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8

년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4만 6천 톤까지 줄었다. 이후 작황이 회복되어 

2019년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4만 9천 톤이었으며, 2020년 반입량은 작황 부진

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4만 6천 톤이었다.

- 쥬키니호박 반입량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없이 1만 4천 톤 내외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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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19년 반입량은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6% 많은 1만 4천 톤이었고, 

2020년은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17% 적은 1만 2천 톤이었다.

- 단호박 반입량은 2010년 9천 톤에서 2015년 1만 2천 톤까지 늘었으나, 이후 국

내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약세로 재배면적이 줄어 반입량이 2020년

에 7천 톤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그림 15－18.  호박 품종별 반입량과 가격 추이

(전체) (애호박)

(쥬키니호박) (단호박)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애호박 가격은 2010년부터 반입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 작

황 부진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상승하였다. 2020년에는 작황이 좋았던 전년 대비 

29% 상승한 1,940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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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키니호박 가격은 2010년부터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에 있으며, 2020년

은 반입량이 감소하여 1,280원/kg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다.

- 단호박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2016년 1,060원/kg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반입량

이 줄면서 2018년 1,320원/kg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가격도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20% 높은 1,340원/kg이었다.

∙ 애호박은 최근 기온 상승, 재배기술 향상 등의 이유로 출하 시기가 연장되어 주산

지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남 진주와 충북 청주를 포함한 주 출하지 상위 

3개 시군에 대한 최근 5년 집중도(R3)는 43%로 과거 5년 대비 6%p 늘었다. 또한 

R4와 R5는 과거 대비 각각 5%p, 4%p 상승한 48%, 52%이었다.

그림 15－19.  애호박 주산지 집중화 경향 추이

주 1) 집중도는 5대 도매시장(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반입량을 활용해 산출함.

2) R3~5는 상위 3~5위 지역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름철 최대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9월 물량 비중은 과거에 비

해 줄어들었으나, 최근 시설 면적이 늘고 있는 경기지역의 9월 물량 비중은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5년 경기지역 물량 비중은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과거 

대비 6~9월에 크게 증가하였고, 경북지역은 같은 기간 물량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최근 경기지역이 시설 면적 확대로 강원지역과 더불어 애호박 주 출

하지로 급 부상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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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다음으로 큰 주산지인 충북지역의 최근 물량은 과거 대비 4~7월에 집중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출하 경쟁 열위에 있는 경북과 전남지역 물량은 동 

기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애호박 최대 주산지인 경남 진주와 

출하 시기가 같은데 경남 진주지역의 주산지 프리미엄이 강화되면서 전남지역의 

애호박 시장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 15－20.  월별 지역별 애호박 반입 비중

(강원) (충북)

(경남) (전남)

(경기) (경북)

주: 집중도는 5대 도매시장(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반입량을 활용해 산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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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7.6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최근에는 6.5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소비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6.5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5－21.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 조사결과, 응답자의 호박 구입 주기는 ‘주 1회’가 31%, ‘2주에 1회’ 29%로 

나타나 구매 빈도가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호박 소비는 응답자의 62%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변화 없다고 하였으나, ‘이전보다 증가’한 응답률은 26%로 나타났다.

∙ 온라인으로 호박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23%)들의 구매 이유는 ‘편리해

서’가 59%, ‘가격이 저렴해서’가 13%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으로 구매한 애호

박 품질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전체 78%로 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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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2.  코로나19 발생 이후 호박 소비 변화 그림 15－23.  온라인 구매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 2020년 음식점 호박 소비 실태를 살펴보면, 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

비 1~2분기 각각 13%, 3분기 19%, 4분기 21% 감소하였다. 식자재 수요가 큰 호

박도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수요 감소 영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표 15－7 ]  2020년 분기별 음식점 호박 소비 실태

단위: kg,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0 8.20 8.26 8.17 7.88

2019 9.45 9.48 10.03 10.00

증감률 -13.2 -12.9 -18.6 -21.2

주: 2020년 4/4분기의 12월은 예상 구매량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3.1.4. 수출입 동향

∙ 2020년 단호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673톤이었다. 단호박의 주요 

수출 시기는 국내 생산량이 확대되는 7~8월(88%)에 이루어지며, 주요 수출대상

국은 일본(79%)과 홍콩(11%)이다.

∙ 단호박 수입량은 2011년부터 평균 약 2만 3천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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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2만 4,614톤이다. 단호박의 주요 수입 시기는 

국내 생산량이 적은 10월~익년 6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뉴질

랜드(89%)와 통가(4%)이다. 뉴질랜드산 단호박 수입은 1월에 시작하여 6월에 마

무리되며, 통가산 단호박은 뉴질랜드산 단호박 수입이 없는 10~12월에 수입된다.

∙ 뉴질랜드산 단호박 수입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만 2천 톤이며, 통가산 단호박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1,015톤이었다. 

[ 표 15－8 ]  단호박 수출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량 695 296 326 2,192 2,311 1,787 2,750 2,110 2,673

일본
688

(99.1)
203

(68.7)
269

(82.5)
1,857
(84.7)

1,894
(82.0)

1,503
(84.2)

2,482
(90.3)

1,748
(82.8)

2,123
(79.4)

홍콩
6

(0.8)
90

(30.5)
46

(14.2)
195
(8.9)

229
(9.9)

213
(11.9)

196
(7.1)

252
(11.9)

284
(10.6)

수입량 888 9,055 15,164 23,184 22,113 24,031 24,824 24,297 24,614

뉴질랜드
848

(95.5)
8,831
(97.5)

14,204
(93.7)

21,502
(92.7)

20,300
(91.8)

19,519
(81.2)

22,682
(91.4)

20,532
(84.5)

21,839
(88.7)

통가 - -
801
(5.3)

1,678
(7.2)

1,390
(6.3)

4,489
(18.7)

1,909
(7.7)

3,300
(13.6)

1,015
(4.1)

주: (  )는 전체 수출입량 중 해당 국가의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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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급 전망

3.2.1. 2021년 전망

∙ 2021년 호박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9,728ha로 전망된다.

- 2020년 9~12월 정식면적은 호박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1~3월 정식면적은 전년 가격이 높아 충청지역을 중

심으로 1% 증가할 전망이다. 4~6월 주 정식지인 강원지역에서는 타 작목(오이, 

들깨, 더덕 등)에서 호박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8% 많은 33만 4천 톤으

로 예상된다. 

[ 표 15－9 ]  2021년 시기별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전체
9~12월 1~3월 4~6월 7~8월

비중 29.9 19.3 16.7 34.0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4.5 0.6 1.7 0.1 1.7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 표 15－10 ]  2021년 호박 수급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년 9,728 3,429 333.6

2020년 9,565 3,235 309.4

평년 9,289 3,373 313.3

증감률
전년 대비 1.7 6.0 7.8

평년 대비 4.7 1.7 6.5

주: 2020년 단수와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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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중장기 전망

∙ 중장기적으로 호박 재배면적은 주산지에서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증가 및 타 과채

류에서의 품목 전환으로 2030년 9,822ha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생

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34만 6천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확대로 조금씩 늘어 2030년에 7.1kg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5－11 ]  호박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면적 ha 9,565 9,728 9,795 9,822

단수 kg/10a 3,235 3,429 3,469 3,519

생산량 천 톤 309.4 333.6 339.8 345.6

1인당 소비량 kg 6.5 6.9 7.0 7.1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그림 15－24.  호박 중장기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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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고추04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4.1. 수급동향

4.1.1. 생산동향

∙ 풋고추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작목 전환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 감

소하였다. 2020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4,387ha이었다. 이는 경남 및 

강원지역의 타 작목에서 풋고추로 전환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 풋고추 단수는 2000년 이후 4,000kg/10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단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전년보다 7% 감소한 3,837kg/10a으로 추정된다.

∙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축소로 연평균 1% 감소하였다. 2020년 생산량은 재배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4% 적은 16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15－25.  풋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제15장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_497

∙ 지역별 풋고추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재배면적 중 영남의 비중

이 53%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호남 20%, 강원 19%, 경기 5%, 충청 4% 순이다. 

- 2010년에 비해서 영남과 강원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한 반면, 호남, 충청, 경기

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26.  풋고추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4.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월별 반입량 비중을 보면, 전남지역은 11~12월이 과거에 비해 비중이 감소한 반

면, 경남지역은 증가하여 주산지 집중화 추세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남지역은 11, 12월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각각 21%p, 12%p 높아졌으며, 

주산지였던 전남지역은 각각 17%p, 11%p 하락하였다.

- 이는 경남지역에서 조기 정식하는 농가가 늘면서 10월부터 전남, 강원, 경남지역

에서 풋고추가 동시에 출하되었고, 이로 인해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 실제로 11~12월 전남지역 비중이 50% 이상이었던 2010년 대비 2020년 반입

량은 2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은 31%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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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7.  월별 지역별 풋고추 반입 비중

(강원) (경남)

(전남) (기타)

주 1) 반입 비중은 5대 도매시장 자료이며, 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기준임.

2) 반입 비중은 청양고추, 오이맛고추, 일반풋고추 반입량을 이용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 가락시장 풋고추2) 반입량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해 최근에는 3만 5천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까지 등락폭이 적었던 

풋고추 가격은 2017년에 재배면적 증가, 작황 호조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크게 하

락하였다.3)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해 2018년부터 실질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 

2020년은 2016년 수준까지 회복한 3,780원/kg이었다.

∙ 품종별 반입량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양계풋고추와 오이맛고추는 

201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풋고추(녹광, 청초 등)는 

오이맛 등으로 소비가 대체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품종별 반입 비

중은 청양계풋고추(66%), 오이맛고추(26%), 일반풋고추(8%)이었다.

2) 서울가락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청양계풋고추, 일반풋고추, 오이맛고추를 포함한다.

3) 2017년 겨울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평년 대비 60% 이상 폭락하자 주산지인 경남지역(밀양, 진주, 창원 등)을 중심으로 청양계

풋고추를 산지에서 폐기하였다.



제15장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_499

그림 15－28.  가락시장 풋고추 반입량 및 거래단가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풋고추 가격은 여름철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3월 이후 반입량이 평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평년 수준에 머물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 영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한편, 여름철 최장기간 장마가 지속되는 등 기상악화로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노지

풋고추 출하량이 감소하자 가격은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상승세는 10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15－29.  가락시장 월별 가격 및 반입량 증감율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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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풋고추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8년에 5.3kg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고, 2010년 중반부터 큰 변화 없이 3.5kg 수준이 유지되었다. 2020년 1인

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3.2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5－30.  풋고추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2020년 풋고추 가정 소비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청양계풋고추는 증가하고 일반풋

고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일반풋고추 가정소비는 오이맛고추

보다 많았으나, 2020년 조사결과, 오이맛고추 비중(27%)이 일반풋고추(24%)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오이맛고추가 가정소비용 주 품종으로 입지가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 표 15－12 ]  소비자 가구의 풋고추 품종별 구입 비중(가정용)

단위: %

구분 청양계 일반 오이맛 꽈리

2012년 31 31 23 15

2018년 32 27 27 14

2019년 35 28 26 11

2020년 39 24 27 10

주: 일반풋고추는 녹광, 롱그린 등을 포함한 값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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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풋고추･파프리카 구매경험 및 만족도 조사

∙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미니 파프리카와 같은 크기가 작은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령인구가 늘면서 당조고추 등 기능성 풋고추 판매가 늘고 있다. 또한, 식생

활 패턴이 변화되면서 할라피뇨, 노란고추 등 이색 고추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 이는 풋고추 소비에 있어 다양성이 추구되는 소비패턴 변화라 할 수 있다.

 

[ 표 15－13 ]  기타 풋고추, 파프리카 종류

이름 내용

당조고추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인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제(AGI)를 함유하고 있어 섭
취 시 당을 조절하는 기능성 풋고추임.

할라피뇨
멕시코 품종으로 청양고추와 비슷한 매운 정도를 보이지만 과육이 두꺼워 아삭하고 
개운한 맛이 남. 노란고추와 같이 피클로 주로 이용됨.

노란고추 유럽에서 들어온 품종을 개량해 개발한 것으로 매운맛이 특징임. 피클 등에 사용함. 

미니 
파프리카

일반 파프리카 대비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살려 개량된 품종으로, 최근 일본으
로 수출한 이후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음. 네덜란드, 미국, 한국산 품종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기타 풋고추･파프리카 품종에 대한 구매경험 조사 결과, 미니 파프리카가 5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할라피뇨(17%), 당조고추(8%), 노란고추(7%)로 나타났다. 

∙ 품종별 만족도를 보면, 기타 풋고추･파프리카 구매자의 5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 파프리카 만족도가 7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할라피뇨와 

노란고추는 62% 내외로 비슷하였다. 당조고추는 상대적으로 낮은 58%이었다.

∙ 최근 소비가 늘고 인기가 좋은 기타 풋고추･파프리카 등은 기존 풋고추 농가에게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대체작목으로 향후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소비자조사에서 나타난 바, 기타 고추･파프리카 구매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미니 파프리카를 제외하면 여타 품목의 소비자 구매경험은 20% 미만으

로 낮다. 향후 기타 풋고추･미니 파프리카 등의 생산 확대에 대비해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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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급전망

4.2.1. 2021년 전망

∙ 2021년 시기별 풋고추 정식의향면적은 2020년 11월 이후 풋고추 가격 하락으로 

1~4월이 전년 대비 3% 감소하나, 기상악화로 2020년 여름철 시세가 높았던 강원

지역(5~6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5－14 ]  2021년 시기별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전체
9~12월 1~4월 5~6월 7~8월

비중 45.8 12.4 19.1 22.7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4.1 -3.2 2.1 -1.7 1.5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 2021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한 4,453ha로 전망된다. 품종별로 보면 청

양계풋고추와 오이맛고추는 정식의향이 증가하나, 일반풋고추는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양계풋고추의 경우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강원과 경남지역 위주

그림 15－31.  품종별 구매 경험 여부 그림 15－32.  품종별 만족도

주: 품종별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매우 높음’, ‘높음’의 합계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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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식의향면적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일반풋고추의 경우 타 품종에 비해 수확

량이 적고, 병해충에 약해 타 작목 및 품종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 2021년 풋고추 단수는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및 호남지역 겨울작형 작황이 기상호조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8%, 평년 대비 2% 증

가한 18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 표 15－15 ]  2021년 풋고추 수급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년 4,453 4,072 181.3

2020년 4,387 3,837 168.3

평년 4,457 3,993 178.0

증감률
전년 대비 1.5 6.1 7.7

평년 대비 -0.1 2.0 1.9 

주: 2020년 단수와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통계청

4.2.2. 중장기 전망

∙ 중장기적으로 풋고추 재배면적은 주산지의 도시화,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

족 등으로 연평균 1% 감소하여 2030년에는 4,025ha로 전망된다.

∙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21년 18만 1천 톤에서 2030년 17만 1천 톤

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풋고추 1인당 연간 소비량도 2030년 3.3kg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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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16 ]  풋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면적 ha 4,387 4,453 4,239 4,025

단수 kg/10a 3,837 4,072 4,152 4,252

생산량 천 톤 168.3 181.3 176.0 171.1

1인당 소비량 kg 3.2 3.5 3.4 3.3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그림 15－33.  풋고추 중장기 생산량 전망

주 2020년 이후 값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제15장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_505

파프리카 수급동향

1. 생산 및 가격동향

∙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꾸준한 내수 소비 및 수출 증가로 2006년 이후 연평균 7% 증가

세에 있다. 2019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한 728ha였다.

∙ 파프리카 단수는 재배기술 발전 및 품종개량 등으로 연평균 2%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19년 단수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1,093kg/10a이었다.

∙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9%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면서 역대 최대인 8만 1천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5－34.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 서울가락도매시장 파프리카 반입량은 2015년 2만 8천 톤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2만 5천 톤 내외가 출하되고 있다. 파프리카 가격은 출하물량이 늘면서 2015년

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이후 3,400원/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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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5.  파프리카 도매시장 반입량과 가격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 수출입동향 

∙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2010년 1만 6천 톤에서 2019년 3만 5천 톤

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수출량은 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상악화로 국내 파프리카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코로나19로 운송여건이 악화

되었기 때문이다.

∙ 수출액은 2010년 5,830만 달러에서 2020년 8,644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수출단가는 2010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는 꾸준히 2.8달러/kg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 표 15－17 ]  신선 파프리카 수출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내용 2010 2015 2019 2020 평년

수출량 16,168 29,376 35,325 30,275 32,346

수출액 58,302 85,213 91,515 86,440 91,087

수출단가 3.61 2.90 2.59 2.86 2.82

주: 파프리카 HS코드는 ‘0709601000’임. 

자료: 관세청



제15장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_507

토마토05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토마토 재배면적은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로 2007년 7,353ha까지 크

게 확대되었다. 2010년 5,270ha까지 감소한 토마토 재배면적은 2014년  

7,070ha까지 확대되었고, 이후로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 2020년 재배면적은 5,521ha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 타 작목 전환 등이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5－36.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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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재배면적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면적 비중은 

영남 28%, 호남 27%, 충청 22%, 강원 17%, 경기 6%를 차지해 전국적으로 비교

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000년 대비 영남･충청･호남 비중은 3~4%p 하락한 반

면, 강원은 11%p 상승하였다. 

∙ 이러한 토마토 산지의 고른 분포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었던 재배지역이 시설재배

(수경재배, 유리온실 등)가 늘면서 확대되었고, 재배 가능한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

이다. 작기와 무관하게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확대도 토마토의 전국 재배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된다.

∙ 품종별 재배면적 변화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토마토

는 영남과 강원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2019년 영남지역 재배면적 비중은 

35%로 2015년 대비 3%p 하락한 반면, 강원지역은 동기간 3%p 상승하여 21% 수

준이다. 이는 지역개발 등으로 부산광역시와 경북지역의 재배면적이 줄었고, 여름

철 토마토 주산지인 강원지역은 신규 시설면적 증가로 재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 방울토마토는 2019년 충청지역의 비중이 48%로 2015년 대비 7%p 상승하여 일

반토마토 대비 주산지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농가들이 재배규모를 확대하거나, 

타 작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추형방울토마토로 전환한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 표 15－18 ]  토마토 품종별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

지역
일반토마토 방울토마토

2015 2019 2015 2019

경기 13.6 12.9 5.1 4.2

강원 18.5 21.3 9.0 9.1

충청 12.6 13.2 41.2 48.3

호남 17.9 17.8 31.2 29.2

영남 37.4 34.9 13.5 9.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제주는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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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7.  2019년 토마토 품종별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일반토마토) (방울토마토)

주: 제주는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 토마토 단수는 시설 개선(수경재배, 유리온실 등)과 기술 향상으로 2000년 

5,628kg에서 2009년 6,202kg까지 연평균 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10년간

(2010~2019년) 평균 단수는 6,427kg/10a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일반토

마토에서 대추형방울토마토로 품종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단위면

적당 수확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토마토 생산량은 2014년에 5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2017~2019년 평균 36만 7천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 2020년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여름철 기상 영향(긴 장마기간, 집중 호

우)에 따른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5% 적은 34만 1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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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20년 토마토 품종별 반입 비중을 보면 일반토마토 62%, 방울토마토 38%로 나

타났다. 대추형방울토마토 비중은 2012년 3%에서 2020년 29%로 26%p 상승한 

반면, 원형방울토마토는 동기간 24%에서 9%로 16%p 하락했다. 이를 통해 방울

토마토의 경우, 대추형이 주력 품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38.  5대 도매시장 토마토 품종별 반입 비중

주: 5대 도매시장은 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광주 각화, 대전 오정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 서울가락도매시장 기준, 2020년 일반토마토 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2,090

원)보다 22% 상승한 2,550원/kg이었다. 재배면적이 줄어든데다, 여름철 장마 영

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7~10월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이 연평균 가

격 상승을 견인하였다.

∙ 일반토마토는 크게 도색계(동양계, 핑크계)와 적색계(유럽계, 레드계)로 구분된다. 

도색계 토마토의 반입 비중은 2014년 43%에서 2020년 19%로 낮아진 반면, 적색

계는 동기간 81%까지 높아졌다. 이는 도색계 토마토가 적색계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생식용 위주로 사용 용도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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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계 토마토는 색이 붉고, 선명하며 경도가 높아 조리와 보관이 용이해 식자재 

수요(햄버거, 주스, 샐러드, 요리용 등)가 많다. 최근 식문화의 서구화, 적색계 토

마토 반입 비중 확대, 높은 가격 수준 등을 감안하면 산지에서 적색계로의 품종 확

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12.18.~23.), 2020년에 도색계 토마토를 재배

했던 농가의 12%가 향후 적색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39.  일반토마토 품종별 반입량과 가격

(반입비중) (반입량과 가격)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2) 2020년 12월 반입량과 가격은 추정치임.

자료: 서울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

∙ 방울토마토 중 원형방울토마토는 2014~2020년 연평균 13%의 반입량 감소 추세

에도 소비가 줄어 가격은 연평균 2% 상승에 그쳤다. 모양이 둥글고 색택이 선명한 

대신 당도가 낮아 가정용 소비는 줄고, 식자재 수요만 일정 수준 유지되어 소비기

반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 반면, 대추형방울토마토 반입량(‘14~’20)은 연평균 7%씩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3%씩 상승하였다. 이는 대추형방울토마토 당도와 저장성이 

원형방울토마토보다 높고, 식감도 좋아 소비자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2020년 반

입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하였으나, 소비가 원활하여 가격은 전년(3,140원) 대비 

23% 상승한 3,860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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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0.  방울토마토 품종별 반입량과 가격

(원형방울토마토) (대추형방울토마토)

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흑토마토(쿠마토)4)는 2013년부터 도매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였고, 생산량이 적

고 유통업체 직거래가 많아 도매시장 거래 규모는 크지 않다. 평년(2015~2019년) 

가격은 2,500원/kg으로 일반토마토(1,990원/kg)보다 25% 가량 높은 수준을 나

타냈다. 2020년 가격도 3,480원/kg으로 일반토마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41.  흑토마토 반입량과 가격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서울청과)

4) 흑토마토는 일반토마토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높고, 과육이 두껍고 단단하여 보관기간이 길다. 또한 일반토마토 대비 베타카

로틴과 라이코펜 등 항산화물질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기능성 성분이 많은 토마토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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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토마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4년 9.5kg으로 2007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 6kg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그림 15－42.  토마토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코로나19 발생 이후 토마토 온라인 구매 확대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토마토 소비는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조사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토마토 구매량을 이전보다 늘린 소비자가 24%

로 구매량을 줄인 소비자(21%)보다 많았다. 이는 토마토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

다는 언론 발표, 외식 감소, 가족과의 식사 빈도 증가 등으로 가정의 조리･섭취 빈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5－19 ]  코로나19 발생 이후 토마토 구매 증감 여부

단위: %

구분
이전보다
매우 증가

이전보다
약간 증가

변화 없음
이전보다
약간 감소

이전보다
매우 감소

구매량 2.4 21.9 55.1 16.3 4.3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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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것이 가정 내 토마토 소비 확대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자 조사결과, 2020년에 온라인 쇼핑으로 토마토를 구매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51%로 높게 나타났고, 서울(56%)과 경기･강원권(56%) 소

비자들의 구입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토마토의 품질도 응답

자의 6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20 ]  온라인으로 구매한 토마토 품질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품질 만족도 8.9 56.0 31.4 3.7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 소비지뿐만 아니라 산지에서도 토마토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었다. 대추형방울토마토

를 연중 출하하는 부여 세도농협의 경우, 쿠팡 납품 금액이 2019년에는 2천만 원 수준

으로 미미하였으나 2020년 약 63억 원(1,006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고 수확한 다음날 토마토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꼭지가 마르

지 않고 신선해 소비자의 품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토마토 주산지

인 강원지역의 농협에서도 쿠팡,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유통거래가 늘었고, 토마토 판

매량과 매출액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농산물 거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토마토 온라인 구매는 

향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산지에서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당도 높은 고품

질 토마토를 생산하고,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다양한 포장규격 확대, 

신선한 토마토를 무르거나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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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뿌린 듯 달콤한 스테비아 토마토 인기 확산

∙ 농소모가 발표한 7대 히트상품5)에도 선정된 스테비아 토마토는 설탕보다 200~300배 

당분이 높은 스테비아 성분이 함유된 과채가공품6)이다. 

∙ 소비자 조사결과,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3%로 전년(5%)보다 

증가하였다. 호기심에 궁금해서(46%), 맛이 좋아보여서(33%) 구매하였으며, 맛에 대

한 만족도가 71%로 높았다. 향후 구매를 늘리거나 비슷하게 할 소비자가 줄이겠다는 

소비자보다 많고,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에서도 향후 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나 당분간 스테비아 토마토 소비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표 15－21 ]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이유

단위: %

호기심에 
궁금해서

맛(당도)이 좋아 
보여서

SNS와 언론에서 
유명해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요리에 
이용하려고

46.0 33.3 8.0 5.7 4.6 2.3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그림 15－43.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경험과 향후 구매 의향, 만족도

(구매 경험과 향후 구매 의향) (만족도)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5)  농소모(KREI 식품소비트렌드 모니터)는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2020.12.18)에서  “2020~21 식품소비트렌드 및 전

망”을 발표하였는데, 올해의 7대 히트상품으로 단마토, 달고나커피, 타트체리, 곰표맥주, 단백질제품, 밀키트, 꼬북칩초코츄러

스맛을 선정함.

6) 스테비아 토마토 생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주식회사의 스테비아 토마토 성분 및 원료를 보면(식품안전나라 조회, 

www.foodsafetykorea.go.kr),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e폴리리신이 함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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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수출입 동향

∙ 토마토 수출은 주로 신선･냉장 토마토(64%)와 케첩(35%)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선･냉장 토마토 수출은 국내 생산량의 1%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주 수출국인 일본 비중이 97% 내외로 높다. 2020년 수출량은 코

로나19 영향으로 일본 수요가 줄었고, 국내 작황 부진으로 내수 가격도 높아 전년

(5,249톤) 대비 18% 감소한 4,315톤이었다.

∙ 2020년 케첩 수출량은 2,317톤이며, 러시아(50%)와 중국(37%)으로 수출된다. 

최근 베트남 수출이 늘고 있지만 비중은 2%로 크지 않다. 

∙ 토마토 수입은 페이스트(농축소스)와 조제･저장처리, 케첩, 소스 등 가공제품이 

주를 이룬다. 최근 식문화 변화로 요리용 토마토 수요가 늘고, 가공 원료로도 이용

되면서 토마토 수입량은 2010~2020년 연평균 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수입 품목 중 물량 비중이 가장 큰 페이스트의 2020년 수입량은 2만 4,818톤 이

며, 주 수입국은 중국(56%)과 미국(27%), 칠레(9%)이다.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수입량은 2010년 이후 연 7%씩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1만 7천 톤에 달하였

다. 수입량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산(58%)과 미국산(39%) 제품이다.

[ 표 15－22 ]  토마토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수출량

신선, 냉장 1,072 2,437 3,288 3,798 4,940 5,249 4,315

케첩 1,122 1,647 2,007 1,432 2,155 2,153 2,317

전체 2,303 4,228 5,538 5,428 7,334 7,498 6,709

수입량

페이스트 26,164 27,021 29,712 25,276 28,031 28,138 24,818

조제, 저장처리 8,608 10,500 13,612 11,842 14,531 15,191 17,181

케첩 1,535 3,507 2,744 2,843 3,372 3,608 3,141

소스 4,803 4,806 5,376 5,065 5,073 5,573 5,419

전체 43,105 48,610 54,265 48,284 55,644 52,087 52,087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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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급 전망

5.2.1. 2021년 전망

∙ 2021년 토마토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5,609ha로 전망된다. 

- 2020년 9~12월 정식면적은 2020년 토마토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 충청과 영･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3월과 

7~8월 정식면적은 정식시기 조절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여름철 토마토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주 정식기인 4~6월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5－23 ]  2021년 시기별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전체
9~12월 1~3월 4~6월 7~8월

비중 33.2 24.6 17.3 25.0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6.5 -5.9 8.4 -2.2 1.6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 2021년 단수는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상반기까지 출하

될 충청과 영･호남지역의 단수는 기상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표 15－24 ]  2021년 토마토 수급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년 5,609 6,205 348.1

2020년 5,521 6,170 340.7

평년 5,849 6,199 362.5

증감률
전년 대비 1.6 0.6 2.2

평년 대비 -4.1 0.1 -4.0

주: 2020년 단수와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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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중장기 전망

∙ 토마토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히 증가하여 2025년 5,846ha, 2030년 

6,003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단수는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2021년 6,205kg에서 2030년 6,340kg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병계 다수확 품종 육성･보급 확대, 수경재배와 

유리온실 확대, 스마트팜 증가는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 영향으로 2021년 34만 8천 톤에서 2030년 38만 

1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21년 6.4kg에서 2030년 6.9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 표 15－25 ]  토마토 중장기 수급 전망 그림 15－44.  토마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
면적

ha 5,521 5,609 5,846 6,003 

단수 kg/10a 6,170 6,205 6,265 6,340

생산량 천 톤 341 348 366 381

수출량 천 톤 18 18 19 20

1인당
소비량

kg 6.2 6.4 6.7 6.9

주 1)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수출량은 신선토마토와 토마토 가공품(페이스트, 케첩, 소스, 주스 등에 수율 적용)을 더한 값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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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06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6.1. 수급동향

6.1.1. 생산동향

∙ 딸기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농가 고령화･타작목 전환 등으로 연평균 1% 감소

하였다. 2019/20년산 딸기 재배면적은 기상악화로 폐작 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12% 감소한 5,683ha였다.

∙ 단수는 기상여건에 따라 매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고설수경재배 증가, 내병

성･다수확 품종인 ‘설향’ 재배 확대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 증가하였다. 

∙ 딸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했으나 단수가 늘어 2000년 이후 2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재배면적과 단수가 줄어 전년보다 22% 감소한 

18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15－45.  딸기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주: 2019/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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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고설 수경재배면적은 2011년 244ha에서 2019년 2,050ha로 증가세를 보

였으며, 2020년에는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신규진입 농가가 많은 영남지역이 전체 고설수경재배 면적 중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충청이 28%로 나타났다.

그림 15－46.  딸기 고설 재배면적 및 비중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 채소류 수경재배현황, 각 연도 

∙ 품종별 정식면적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일본 품종인 장희, 육보 등의 비중이 높았

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국산 품종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2019년에 국산 품종 

비중이 9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1년산 설향 재배면적 비중은 ’10/’11년산에 비해 31%p 상승한 87%로 추

정되어 딸기의 단일품종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15－26 ]  딸기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

연도 설향 장희 죽향 매향 금실 산타 기타

2010/11년 55.5 20.5 - 3.5 - - 20.5

2013/14년 75.4 14.0 - 2.3 - - 8.3

2015/16년 81.3 6.1 5.9 2.5 - 1.1 3.1

2016/17년 83.4 5.0 4.7 3.3 0.4 1.5 1.7

2019/20년 86.0 4.7 2.7 2.6 1.2 0.6 0.8

2020/21년 86.6 4.3 2.5 2.0 2.5 0.6 1.5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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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딸기는 품종의 집중도가 높을까? 

∙ 대형마트나 주변 슈퍼마켓에서 딸기를 구매해 본 소비자라면 구매할 수 있는 품종이 

대부분 ‘설향’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20/’21년산 기준 ‘설향’ 품종 비중은 87%로 거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단일품종의 생산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딸기 농가의 품종 선호도 

때문이다. 표본농가조사에 따르면, ‘설향 이외에 다른 품종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유지(85.7%)하거나 오히려 늘릴 것(9.5%)이라는 농가가 95.1%였고, 줄

이고 다른 품종을 재배하려는 농가는 4.9%에 불과하였다.

∙ ‘설향’외에 신품종 재배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배기술이 정착되지 

않아서 관리가 어렵다(45.9%)’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 다음으로 ‘설향’보다 생산 수량이 적다(24.5%), 신품종은 인지도가 낮고 판로 확보

가 어렵다(8.2%), 주변 농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보았다(6.9%)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 다수확 재배 방식인 고설재배 확대, 다수확 품종의 ‘설향’의 편중재배 심화로 향후 

딸기는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되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신품종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딸기는 한 번 정식하면 7~8개월간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품종 재배 시 생

산 리스크가 크다. 그만큼 신품종 재배의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품종 딸기

의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기술지도 강화 등 신품종 딸기 재배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표 15－27 ]  농가에서 딸기 신품종 재배를 주저하는 이유

단위: %

내용 비중

재배기술이 정착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워서 45.9

생산 수량이 설향보다 적어서 24.5

인지도가 낮고 판로확보가 어려워서 8.2

주변 농가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6.9

기타 14.5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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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서울가락도매시장 딸기 반입량은 2011/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

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20년 반입량은 정식시기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

하여 전년보다 9% 감소한 2만 4천 톤이었다. 가격도 전년(6,590원/kg)보다 

13% 상승한 7,440원/kg이었다.

그림 15－47.  딸기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품종별로 보면 설향의 경우 반입 비중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초

촉성 작형인 장희는 과가 무르고 병해에 약해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설향으로 전

환되면서 반입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반촉성 작형인 ‘죽향’ 2019/20년 반입량 비중은 2016/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저장성이 높아 수출 품종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금실’은 

2017/18년부터 비중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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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29 ]  딸기 품종별 반입 비중

단위: %

구분 2016/17년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설향 86.3 84.8 86.2 85.2

장희 7.8 8.5 6.1 7.4

죽향 3.8 3.4 3.2 3.5

금실 0.1 1.0 3.6 3.1

기타 2.1 2.3 0.9 0.7

주: 설향 이외의 품종별 반입 비중은 서울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실적자료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 서울청과)

∙ 2020/21년산 딸기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12월까지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

을 유지하였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정식이 늦어지면서 초기 출하량도 감소하

였으며,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는 12월에는 한파로 생육이 늦어졌다. 

그림 15－48.  딸기 도매시장 실질가격 추이

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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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딸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최근 5년간 4kg 내외였으며, 2010년대 이후 생산량이 

늘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3.7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5－49.  딸기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주요 품종인 설향, 장희, 죽향 외 다른 품종(킹스베리, 금실, 메리퀸, 아리향)에 관

한 소비자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금실과 메리퀸이 각각 35%, 34%로 전년 대비 

높아진 반면, 킹스베리와 아리향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 후 만족한다고 응답(매우 만족, 만족)한 품종별 비중은 신품종인 금실, 메리

퀸이 상대적으로 높은 각각 71%, 70%, 아리향과 킹스베리는 소폭 낮은 65%, 

59%로 품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매 후 만족하는 소비자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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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28 ]  품종별 구매 경험 여부 그림 15－50.  품종별 만족도

단위: %

구분
구매 경험 있다

2020 2019 2018

킹스베리 25.7 27.7 19.8

금실 34.8 25.2 18.6

메리퀸 34.2 24.3 18.8

아리향 21.1 25.7 17.1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 500명)

6.1.4. 수출입 동향

∙ 딸기 수출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 증가하여 최근 3년간(’18~’20) 평균 

4,800톤 수준이 수출되었다. 2020년 신선딸기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이 줄어 전년

보다 13% 감소한 4,575톤이었다. 

- 2000년 초까지는 냉동딸기 수출 비중이 67%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저장기술 

발달 등으로 대부분 신선(98%)으로 수출되고 있다.

- 과거 주요 수출 품종은 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향’이었으나, 최근 매향보다 

크기가 큰 킹스베리나 경도가 높아 저장성이 좋은 금실 등이 개발･보급되어 과거

보다 수출 품종이 다양화되었다.

∙ 딸기 수입은 냉동(88%) 딸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8%의 증

가세에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냉동딸기 수입량이 전년 대비 7% 

감소하였다. 

- 냉동 딸기 주요 수입국은 중국(64%), 미국(20%)으로, 두 국가의 수입 비중이 전

체 냉동 딸기 수입량 중 84%를 차지한다.



526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 표 15－30 ]  딸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수출량

신선 1,128 180 2,952 3,293 4,437 5,259 4,575

냉동 2,328 775 347 382 490 445 234

전체 3,470 957 3,303 3,678 4,899 5,742 4,826

수입량

냉동 1,797 3,953 6,045 7,659 8,726 8,479 7,887

주스 82 191 184 230 305 394 246

전체 2,208 4,585 6,966 8,788 10,472  9,840 8,91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신선 딸기는 과거 홍콩,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되었으나,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량

이 감소하면서 홍콩(35%), 싱가포르(26%), 동남아시아(태국, 말레이시아, 베트

남7) 등)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 표 15－31 ]  신선 딸기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 분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전체 180 2,952 3,293 4,397 5,259 4,575

홍콩
80 831 1,304 1,742 1,753 1,602

(44.6) (28.2) (39.6) (39.6) (33.3) (35.0)

싱가포르
25 1,502 1,083 1,110 1,415 1,207

(13.9) (50.9) (32.9) (25.2) (26.9) (26.4)

태국
- 111 308 564 676 655

- (3.8) (9.4) (12.8) (12.9) (14.3)

베트남
- - - 290 620 519

- - - (6.6) (11.8) (11.3)

말레이시아
0 256 416  469 507 352

(0.2) (8.7) (12.6) (10.7) (9.6) (7.7)

일본
57 155 33 6 2 0.4

(31.8) (5.3) (1.0) (0.1) (0.0) (0.0)

  주: (  )는 전체 딸기 전체 수입량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7) 베트남 딸기 수출은 2016년 식품검역에 따른 수입 금지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2017년부터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출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딸기 수출 비중 중 1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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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급전망

6.2.1. 2021년 전망

∙ 2021년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 

3% 증가한 6,144ha로 전망된다. 

∙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 단수를 가정하면 2020/21년 딸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표 15－32 ]  2021년 딸기 수급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년 6,144 3,319 203.9

2020년 5,683 3,224 183.2

평년 5,982 3,319 198.5

증감률
전년 대비 8.1 2.9 11.3

평년 대비 2.7 0.0 2.7

주: 2020년 단수와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통계청

∙ 2021년 1~3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 출하면적은 늦은 정식과 한파로 지연되었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단수는 정식 이후 기상여건 호조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 12월 중순 한파로 일시적 생육지연이 발생했으나, 이후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

복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1~3월 딸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4~5월 딸기 출하량은 출하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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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33 ]  2021년 상반기 딸기 수급 전망

단위: 원/2kg(상품)

구분 1월 2월 3월 4~5월

딸기 출하량(전년 대비) 증가 증가 증가 증가

도매가격

2021년
(전년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2020년 28,707 17,872 15,252 16,661

평년 22,441 17,480 14,432 13,793

주: 출하 단수는 평년 수준으로 가정하였음.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1년 딸기 출하기에 오렌지 수입 영향은 적을 전망

∙ 2020/21년산 딸기는 정식 지연으로 본격 출하 시기도 늦어지고 있어 1~4월 딸기 가

격은 대체재인 수입산 오렌지 수급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 통상 1~4월 수입되는 오렌지는 연간 수입량의 80%이며, 미국산이 대부분(98% 이

상)을 차지한다. 2020/21년산 딸기는 1~4월 출하량이 약 75%로 전년(70%)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 2020/21년산 미국 캘리포니아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4,200만 

박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5－34 ]  2020/21년 미국 네이블 오렌지 생산 전망

단위: 천 박스, %

구 분 2019/20 2020/21 증감률

캘리포니아 44,300 42,000 -5.2

자료: USDA/NASS(2020.12.10.)

∙ 따라서 미국 오렌지 생산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차질로 수입량은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딸기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2020년 12월 오렌지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861톤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1~4월 수입량도 평년(11만 톤) 대비 감소하고 수입량이 적었던 전년 동기

(9만 1천 톤)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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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중장기 전망

∙ 중장기적으로 딸기 재배면적은 2030년 6,407ha로 연평균 1%씩 완만하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딸기 생산량은 다수확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 및 고설재배 증가 등으로 단수가 꾸준

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22만 7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딸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로 2030년 4.5kg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표 3－35 ]  딸기 중장기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면적 ha 5,683 6,144 6,196 6,407

단수 kg/10a 3,224 3,319 3,419 3,544

생산량 천 톤 183.2 203.9 211.8 227.0

1인당 소비량 kg 3.7 4.1 4.2 4.5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그림 15－51.  딸기 중장기 생산량 및 재배면적 전망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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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0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7.1. 수급동향

7.1.1. 생산 동향

∙ 수박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작목 전환 등으로 2010년 1만 6천 ha에서 연평균 

3%의 감소세를 보였고, 2020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감소한 11,580ha이었

다. 이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영남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았

기 때문이다. 

∙ 단수는 매년 기상여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4,000kg/ 

10a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2020년 단수는 전년보다 5% 적은 3,782kg/10a로 

추정된다. 이는 여름철 긴 장마 및 폭우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 생산량은 지속적인 재배면적 축소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생산량은 재

배면적 및 단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 감소한 43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15－52.  수박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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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와 시설 수박 재배면적 변화 추이 

∙ 수박 재배면적 중 시설면적은 2011년 이후 연평균 4%, 노지면적은 연평균 0.4%씩 감

소하였다. 노지재배가 시설재배보다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소폭

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8) 이에 따라 노지 수박 재배면적 비중은 2011년 17%에서 

2020년 23%로 5%p 상승하였다. 

그림 15－53.  수박 시설･노지 재배면적 비중

자료: 통계청

∙ 노지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재배 전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2020. 

12), 노지 수박 재배 농가 중 14%만이 시설 재배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지 재배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27%)’, ‘시설 전환 

초기비용 발생 부담(23%)’, ‘시설 관리비용이 부담스러워서(1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설 재배 전환시 농가들은 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에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54.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의향

그림 15－55.  시설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8) 2019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의하면, 시설(반촉성) 수박의 10a당 경영비는 247만 원, 노지 수박은 163만 원으로 조사되어 시설 

수박이 노지 수박보다 51%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32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7.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서울가락도매시장 수박 반입량은 2014년 8만 6천 톤을 정점으로 연평균 8%씩 감

소세에 있다. 2020년 반입량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전년보다 8% 감소한 

5만 4천 톤이었다. 

∙ 수박 가격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반입량 감소로 연평균 4% 상승세에 있다. 

2020년 가격은 반입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6% 상승한 1,530원/kg이었다.

그림 15－56.  수박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품종별로 살펴보면, 일반 수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박 중 96%이다. 이 중 포

장 수박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절반이 넘은 56%이었다.

- 복수박 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타 품종에 비해 실질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흑수박의 경우 2017년부터 가락도매시장에 반입되기 시작해 

2018년 579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반입량 감소로 가격은 최근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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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수박 등을 포함한 기타 수박 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2년간 300톤 수

준이 유지되었고, 이러한 반입량 증가에도 가격은 2014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

에 있다.  

그림 15－57.  품종별 수박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일반 수박) (복수박)

(흑수박) (기타 수박)

주 1) 가격은 평균단가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2) 기타 수박은 일반 수박, 복수박, 흑수박을 제외한 나머지 품종임. 

자료: 서울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 서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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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수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0년 13.7kg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10kg 이하로 감

소하였다. 2020년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한 8.5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5－58.  수박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20.12.), 온라인으로 수박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25%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으로 수박을 구매한 이유는 ‘편

리해서(55%)’, ‘가격이 저렴해서(23%)’, ‘품질이 좋아서(8%)’ 순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에서 수박을 구매한 소비자 중 수박 품질에 만족한 소비자가 64%, 보통이

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34%로 나타나 소비자의 과반 이상이 품질에 만족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박 품종은 일반수박(64%), 씨 없는 수박(27%), 애플

수박(4%)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일반수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 품종에 비해 가격이 낮아서(37%)’, ‘당도

가 높아서(30%)’ 순으로 조사되었다. 

- 씨 없는 수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먹기 편리해서(87%)’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애플수박과 복수박은 각각 ‘크기가 적당해서(69%, 60%)’ 선호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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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36 ]  품종별 수박 선호도
단위: %

구분 일반수박 씨 없는 수박 애플수박 복수박 흑수박 노란수박 망고수박 계

비중 63.5 27.2 3.8 2.9 1.8 0.6 0.3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2020년 소비자 조사결과(2020.12.24.~29.,500명) 

7.2. 수급전망

7.2.1. 2021년 전망

∙ 2021년 재배면적은 전년 가격 상승으로 정식면적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1% 증가

한 1만 1,661ha로 전망된다. 

- 2020년 10∼12월 정식면적은 영남지역에서 1월에서 12월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늘어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1∼6월 정식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1% 증가할 전망

이다. 

[ 표 15－37 ]  2021년 시기별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전체
10∼12월 1∼3월 4∼6월 7∼9월

비중 6.4 46.9 40.7  6.0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3.6  0.6 1.3 -4.9   0.7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치

∙ 2021년 단수는 긴 장마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4% 증가한 3,930kg/10a로 

전망되며,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5% 많은 45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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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38 ]  2021년 수박 수급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년 11,661 3,930 458.3

2020년 11,580 3,782 438.0

평년 12,149 4,003 486.3

증감률
전년대비  0.7  3.9  4.6

평년대비 -4.0 -1.8 -5.8

주: 2020년 단수와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통계청

7.2.1. 중장기 전망

∙ 중장기 수박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면적 감소로 2030년에는 1만 367ha

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박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42만 6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21년 8.8kg에서 2030년 8.2kg로 감소할 전망이다. 

[ 표 15－39 ]  수박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
면적

ha 11,580 11,661 10,949 10,367

단수 kg/10a 3,782 3,930 4,010 4,111

생산량 천 톤 438.0 458.3 439.0 426.2

1인당
소비량

kg 8.5 8.8 8.5 8.2

그림 15－59.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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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생산, 가격 및 수출입 동향 

1. 생산 및 가격 동향 

∙ 멜론 재배면적은 2010년까지 1,700ha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1,400ha로 급감

한 이후 연평균 1% 증가세에 있다. 2019년 재배면적은 1,502ha로 전년 대비 3% 증

가하였다. 

∙ 생산량은 2013년 4만 8천 톤을 정점으로 감소세였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이후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5－60.  멜론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최근 3년간 1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연평균 

2%씩 상승하여 최근 3년간 2,700원/kg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은 반입량 감

소로 전년 대비 22% 높은 2,940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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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1.  멜론 반입량 및 가격추이 

주 1) 반입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포함함. 

2) 반입량 및 가격은 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 수출입 동향

∙ 멜론은 주로 신선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2,000여 톤이 수출되다가 

연평균 6%씩 감소하여 최근에는 1,000톤 수준이 수출되고 있다. 2020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1,122톤이었다. 

∙ 반면, 수입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1%의 증가세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미

국으로, 수입 멜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034톤이었다. 

[ 표 15－40 ]  신선 멜론 수출입량 및 수출입액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중량 2,028 1,354 1,593 1,511 1,003 1,555 1,122

금액 4,689 3,288 3,968 3,862 3,113 4,657 3,694 

단가 2.31 2.43 2.49 2.56 3.10 2.99 3.29

수입

중량 1,074 1,397 1,748 1,468 1,759 1,975 3,034 

금액 891 1,548 2,041 1,838 2,095 2,537 3,610 

단가 0.83 1.11 1.17 1.25 1.19 1.28 1.19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https://oasi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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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멜론 수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일본으로 수출량이 많았으나 최근에

는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 홍콩, 싱가포르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표 15－41 ]  신선 멜론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2,028 1,354 1,593 1,511 1,003 1,555 1,122

대만
714 528 631 501 293 521 152

(35.2) (39.0) (39.6) (33.2) (29.3) (33.5) (13.5)

홍콩
218 381 430 488 366 480 507

(10.7) (28.1) (27.0) (32.3) (36.5) (30.9) (45.2)

일본
1,006 300 380 350 200 252 287

(49.6) (22.1) (23.8) (23.2) (20.0) (16.2) (25.6)

싱가포르
70 110 86 138 93 188 146

(3.4) (8.1) (5.4) (9.2) (9.3) (12.1) (13.0)

기타
21 35 67 33 48 114 30

(1.0) (2.8) (4.2) (2.3) (4.8) (7.3) (2.7)

  주: (  )는 신선 멜론 전체 수출량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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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08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8.1. 수급동향

8.1.1. 생산 동향

∙ 참외 재배면적은 2010년 6,215ha에서 이후 연평균 5%씩 감소하여 최근 3년간 

3,6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전년 대비 1% 

감소한 3,595ha이었다. 

∙ 참외 생산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4%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5만 톤이 

생산되었다. 2020년에는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14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0년 단수는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4,015kg/10a으

로 추정된다. 

그림 15－62.  참외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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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성주 공판장 및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작황 여하에 따라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

다. 성주 공판장은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6만 5천 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가락도매시장은 동기간 성주 공판장의 절반 가량인 3만 1천 톤이 반입되었다. 

∙ 2020년 성주 공판장 및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한 작황 부진

으로 전년 대비 각각 5%, 2%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2%, 19% 상승하였다. 

그림 15－63. 참외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성주 공판장) (가락도매시장)

주: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최근 5년과 과거 5년 월별 참외 출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하 비중이 

가장 높은 5월을 기점으로 봄철(3∼4월) 출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름철

(6∼7월) 출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봄철에 높은 가격을 

받고자 정식시기를 12월에서 11월로 앞당기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봄철 가격은 다른 시기보다 높으나,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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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4.  참외 월별 반입 비중 및 가격 추이

(월별 평균 반입 비중) (월별 평균 가격)

주 1) 월별 평균 반입 비중 및 실질가격은 가락시장과 성주공판장 자료를 평균한 값임.

2)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산지공판장과 가락도매시장의 참외 출하 비중 및 가격 비교

∙ 경북 성주 산지공판장과 가락도매시장의 월별 출하 비중을 살펴보면, 성주 공판장의 

3∼4월 출하비중이 가락도매시장보다 7%p 상승하였다. 이는 3∼4월 성주 공판장 평균 

실질가격이 가락도매시장보다 높게 형성되어 출하 초기에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가

들이 많기 때문이다. 

- 또한, 통상적으로 출하 초기에 산지 공판장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수요가 많아 출

하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5－65.  참외 출하지별 출하비중 및 실질가격 비교

(월별 출하비중) (실질가격)

주: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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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참외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2011년 이후 3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8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5－66.  참외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의 참외 구매 행태 조사 결과(20.8.25∼20.9.10.), 참외를 주로 5∼8월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52%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연중 고르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참외를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소비자(55%)가 출하량이 많을 때(32%) 구

매한다는 소비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15－67.  소비자 참외 구매 월별 빈도 및 구입 이유 

(월별 소비자 구매 비중) (소비자 참외 구입 시기)

자료: 윤종열･국승용･최선우･이연옥･김환희(2020).『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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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인터넷을 통해 참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26%로 조사되

었으나, 향후 온라인을 통해 참외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83%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온라인･홈쇼핑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한 참외 구매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5－68.  홈쇼핑･인터넷 참외 구매 경험 및 향후 구매 의향 

(구매 경험 여부) (향후 구매 의향)

자료: 윤종열 외(2020).『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새벽 배송을 이용하여 참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26%로 조사되

었으며, 구매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74%로 나타났다.

- 새벽 배송으로 구매한 참외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 소비자는 62%로 나타났고, 

전체의 불과 4%만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새벽배송으로 참외

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대체로 새벽 배송 참외 품질에 만족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림 15－69.  참외 새벽배송 구매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새벽배송 구매 여부) (새벽 배송 품질 만족도)

자료: 윤종열 외(2020).『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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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참외 구매 용도로는 간식(48%)과 후식(45%)으로 참외를 섭취하는 소비

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어 참외는 선물용(2%)과 제수용(2%)보다 가정 내 일

상생활에서 주로 소비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표 15－42 ]  참외 구입 용도

단위: %

구분 간식 후식 제사 선물 식재료 식사 대용 다이어트 계

비중 47.8 44.5 2.1 1.6 1.5 1.5 1.1 100.0

자료: 윤종열 외(2020).『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8.2. 수급 전망

8.2.1. 2021년 전망

∙ 2021년 참외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타 작목 전환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한 

3,559ha로 추정된다. 

∙ 2021년 단수는 긴 장마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2% 증가한 4,088kg/10a로 

전망된다. 

- 2021년 2~3월 출하량은 전년 출하 초기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정식시기를 늦춘 

농가들이 많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5－43 ]  2021년 참외 수급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년 3,559 4,088 145.5

2020년 3,595 4,015 144.4

평년 3,619 3,915 141.7

증감률
전년 대비 -1.0 1.8  0.8

평년 대비 -1.7 4.4 2.7

주: 2020년 단수와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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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중장기 전망

∙ 중장기 참외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타 작목 전환으로 인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21년 3,559ha에서 2030년 3,155ha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참외 생산량도 재배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2030년 13만 3천 

톤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2021년 2.8kg에서 2030년 2.6kg으로 줄어

들 전망이다. 

[ 표 15－44 ]  참외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면적 ha 3,595 3,559 3,361 3,155

단수 kg/10a 4,015 4,088 4,137 4,199

생산량 천 톤 144.4 145.5 139.1 132.5

1인당 소비량 kg 2.8 2.8 2.7 2.6

주: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그림 15－70.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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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참외 수출 동향 

∙ 성주 참외 수출량은 2011년 62톤에 불과했으나 이후 농협에서 본격적으로 참외 수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에 252톤까지 증가하였다. 2020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418톤이었다. 

∙ 참외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나, 최근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박운송이 가능한 일본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표 15－46 ]  신선 참외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 분 201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2 252 197 263 214 436 418 

일본
62 168 84 92 75 173 280 

(100.0) (66.8) (42.4) (34.9) (34.9) (39.7) (67.1)

홍콩
- 15 22 77 39 83 59 

- (6.0) (10.9) (29.4) (18.2) (19.1) (14.1)

싱가폴
- 62 57 68 71 149 49 

- (24.4) (29.0) (25.9) (33.3) (34.2) (11.7)

말레이시아
- 4 28 13 22 28 18 

- (1.5) (14.1) (5.1) (10.1) (6.4) (4.2)

기타
- 4 7 12 8 3 12 

- (1.4) (3.5) (4.6) (3.6) (0.7) (2.8)

주: (  )는 신선 참외 전체 수출량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성주군청 농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