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ongi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bsn0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ina1008@krei.re.kr

제11장
콩·감자 수급 동향과 전망

김종인*･지선우**･이진아***

1. 수급 동향

1.1. 콩 수급 동향

1.2. 감자 수급 동향

2. 수급 전망

2.1. 콩 수급 전망

2.2. 감자 수급 전망

3. 중장기 전망

3.1. 이슈

3.2. 콩 중장기 수급 전망

3.3. 감자 중장기 수급 전망

4. 요약 및 시사점



1) 수급 동향

∙ (콩) 2021양곡연도 수확기(11~1월) 콩 가격은 작황 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

하였고,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는 증가해 전년 대비 16.1% 상승하였다. 

∙ (감자) 2020년 감자가격은 모든 작형의 생산량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그러나 

노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등의 품위가 저조하고, 수요도 부진한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2) 단기 전망

∙ (콩) 2021양곡년도 단경기(8~10월) 콩 가격은 작황 악화에 따른 시장공급가능물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수확기 대비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된다. 수확기 가격 상승으로 밭콩 재배의향면적은 증가하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와 쌀 가격 강세 영향 등으로 논콩은 감소해 전체 재배의향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감자) 2021년 상반기 감자가격은 고랭지감자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저장물량이 감소하였고, 

시설감자 출하비중 확대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봄감자 재배

면적은 경합작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할 전망이고, 노지 봄감자 재배

의향면적도 전년도 농가 조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중장기 전망

∙ (콩) 콩 재배면적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쌀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로 회귀

하는 경우가 많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성 향상 등으로 자급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겠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감자) 가공식품 소비가 증대되는 식품 소비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원물 형태의 소비 

비중이 높은 감자 소비는 점차 감소하며 재배면적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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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동향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콩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콩 생산량은 당해 재배면적 규모와 작황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같은 타작물 전환 정책 

시행 기간에는 재배면적 증가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 재배면적은 2011양곡연도부터 2021양곡연도까지 연평균 2.6% 감소하였으나, 

논콩의 경우 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작물 전환 지원정책 

영향으로 판단되며,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종료된 후 논콩 재배면적이 감소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 2021양곡연도 콩 재배면적은 파종기 기상 영향으로 파종 지연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한 5만 5,008ha이었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개편된 공익직불제 안착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에도 연장되어 시행되었으나, 대상면적 및 지원단가가 축소되었다. 

아울러 콩 파종기 기상악화로 파종을 포기한 농가가 발생해 논콩과 밭콩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2.1%, 4.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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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양곡연도별 콩 재배면적

자료: 통계청

∙ 2021양곡연도 콩 생산량은 기상악화로 재배면적 및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3.2% 감소한 8만 926톤이었다.

- 파종기 강우로 전작(前作) 작물 수확이 지연되어 콩 파종을 포기한 농가가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또한 생육기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생육이 

부진해 단수가 전년보다 18.3% 감소한 147kg/10a에 그쳤다.

[ 표 11－1 ]  2021양곡연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2020 2021 증감률(%)

논 밭 논 밭 논 밭

면적(ha) 11,471 47,066 10,078 44,929 -12.1 -4.5

단수(kg/10a) 180 147 -18.3

생산량(톤) 105,340 80,926 -23.2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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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가격 동향

∙ 콩 가격은 수확기에 형성된 가격이 이후에도 큰 등락 없이 유지되는 특성을 보이나, 

연도별로는 작황 및 정부 수매가격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2018양곡연도 이후 

정부 수매가격이 인상되며 콩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1양곡

연도에는 작황 악화로 크게 상승하였다.

- 정부 수매가는 2018양곡연도 들어 처음으로 kg당 4천 원 대로 인상되었고 이후 

점차 인상되었다. 

- 2021양곡연도 수확기(11월~1월) 콩 도매가격은 작황 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2%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1% 상승한 kg당 6천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 2021양곡연도 수확기 콩 가격은 작황 악화 및 수요 증가 정도와 비교해 상대적

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를 

기점으로 정부 수매콩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1－2.  양곡연도별 콩 생산량 및 수확기 도매가격

주: 수확기 도매가격은 국산 백태 상품의 전년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평균가격이며, 2021양곡연도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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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정부 매입 및 방출 동향

∙ 정부는 수확기 콩 수매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수매물량은 수확기 시장가격과 정부 수매가격 간 격차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 시장가격과 수매가격 간 격차가 컸던 2019양곡연도의 경우에는 547톤이 매입

되는 데 그쳐 계획량 대비 매입비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 시장가격과 수매가격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2020양곡연도에는 계획량의 27.9%에 해당하는 

1만 6,767톤이 매입되었다.

- 2021양곡연도의 경우, 정부 수매물량 중 일부를 사전에 고시된 수매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일부 반영하는 ‘품종구분수매 방식’으로 매입하였으나, 수확기 시장

가격이 수매가격 대비 상당히 높게 형성되며 매입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 표 11－2 ]  양곡연도별 정부 콩 매입실적

단위: 톤, 원/kg

양곡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량 20,000 25,000 30,000 55,000 60,000 60,000

매입량 9,789 2,060 10,724 547 16,767 497

계획량 대비 
매입량 비율

48.9 8.2 35.7 1.0 27.9 -

수매가격 3,868 3,868 4,011 4,200 4,500 4,500/시가

수확기 
도매가격

4,215 5,082 4,692 5,331 5,218 6,059

주 1) 2020양곡연도 매입량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수매는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되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2) 약정량 및 매입량은 일반콩 기준이며, 수매가격은 일반콩 대립종 최고가 기준임.

3) 2021양곡연도에는 수매 계획량 중 6천 톤에 한정하여 시장가격을 일부 반영하는 ‘품종구분수매’ 방식을 

도입하였음. 매입가는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aT KAMIS 상품 평균가격의 83%를 기준으로 책정

(특등급은 2.5%를 증액하고, 1등급은 2.5%를 감액) 

4) 수확기 도매가격은 해당연도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평균가격이며, 2021양곡연도는 1월 14일까지의 

평균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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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하반기 이후 부족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수급균형 및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 콩 도매가격은 수매물량 방출 이전에는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방출 이후 보합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여 수매콩 방출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2020양곡연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콩 수요가 늘어 6월부터 가격이 

강보합세를 나타내자 정부는 6월에 공매와 직배를 합쳐 약 8백 톤을 시장에 공급

한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약 8천여 톤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였고, 가격 상승

세가 완화되었다.

그림 11－3.  양곡연도별 콩 도매가격 및 정부 수매콩 시장방출량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4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1.1.4. 수입 동향 

∙ 국내 식용 콩 전체 소비 물량 중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일반콩 수입량은 

전년 수준이었으나, 콩나물콩 수입량은 6.2% 감소하였다. 

- 일반콩 수입량 중 약 85%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농업개발 

정책 영향 등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물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콩나물콩 수입은 약 78%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자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하였다.   

(일반콩) (콩나물콩)

그림 11－4.  주요 수입국별 식용 콩 수입 동향 

 

자료: 관세청

1.1.5. 소비 동향

∙ 콩을 활용한 주요 가공식품인 두부, 간장, 된장의 최근 매출 추이를 반기별로 살펴

보면, 2017~2019년 기간 중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10.9% 증가하였다. 

- 반기별 매출은 2017년 상반기에서 2019년 하반기까지 약 4,300억 원 내외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4,72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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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부의 경우 매출액이 전기 

대비 9.5% 증가한 2,737억 원이었으며, 간장과 된장이 전기 대비 각각 13.4%, 

11.9% 증가한 1,407억 원, 583억 원이었다. 

그림 11－5.  반기별 콩 가공식품 매출 동향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두부 매출액 추이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2020년 상반기에는 국내산 매출액 증가율이 전기 

대비 10.5%였고 수입산 증가율도 8.7%로 모두 증가 하였다.

- 전체 매출액 대비 국내산 비중은 반기마다 43% 수준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표 11－3 ]  원산지별 두부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국내산 109,860 112,479 109,733 106,277 109,025 106,008 117,142 

수입산 143,786 140,297 144,335 141,854 144,214 143,937 156,514

합계 253,646 252,776 254,068 248,131 253,239 249,945 273,65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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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자 수급 동향

1.2.1. 생산 동향

∙ 감자 생산량은 2005년에 90만 톤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는 두 해 연속 재배면적이 늘어나며 크게 증가하였다. 

- 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8년 시설감자 

가격 급등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 2년 연속 전년 대비 각각 17.4%, 26.0% 

증가하였다.

- 2018년 이후의 재배면적 증가는 모든 작형(시설감자, 노지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감자)에서 공통으로 발생하였다. 그중에서도 시설감자와 가을감자의 재배

면적 증가폭이 컸다.

∙ 2020년 감자 생산량은 전년도 감자가격 하락 영향으로 모든 작형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 2020년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0% 감소하였는데, 작형별로는 가을감자

가 29.5%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 노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합계 기준 감자 생산량은 49만 6천여 톤으로 전년 대비 

18.1% 감소하였다.

그림 11－6.  작형별 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주: 2020년 가을감자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관측월보(2020년 12월호) 전망치 기준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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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가격 동향

∙ 감자가격은 작형별 생산량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나 타 품목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은 특징을 보였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변동폭이 확대되었다.

- 감자 연평균 가격은 2010년대 들어 20kg 기준 2만 원 초반에서 3만 원 범위 이내

에서 변동하였는데, 2018년 시설감자 작황 부진 및 고랭지 저장감자 물량 부족 

현상이 더해지며 5만 원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 2018년 급등했던 가격은 이듬해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다시 

급락하여 2019년 이후 20kg 기준 3만 원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 2020년 감자 가격은 모든 작형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품위 저조 및 수요 부진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 특히, 시설감자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였다.1) 노지 

봄감자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2%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냉해 등에 

따른 품위 저조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주출하기(6~7월) 가격이 평년 

수준인 2만 2천 원 선까지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림 11－7.  작형별 감자 생산량 및 가격 동향

자료: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 시설감자 2020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기준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시설감자 주출하기(3~5월) 가격은 오히려 

전년 대비 13.5% 하락(49,168→42,527원/20k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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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출입 동향

∙ 감자 수출량은 2010년 659톤에서 2020년 1,211톤으로 연평균 6.3% 증가하였

으나, 국내산 감자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어 국내산 생산량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 감자 수입량은 2010년 9만 1,054톤에서 2020년 19만 7,971톤으로 연평균 8.1%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살펴보면 신선냉장이 연평균 3.5%, 가공용이 연평균 

9.2%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감자는 가공용이 평년 기준 8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감자튀김용(프렌치프라이)으로 사용되는 저장처리냉동 수입이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여 가공용 감자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 한편, 2018년 고랭지감자 및 시설감자 생산량 감소로 감자가격이 급등하며 신선

냉장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감자가격 하락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표 11－4 ]  감자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평년

수출 0.7 1.2    1.4    2.2 1.5 1.2    1.6 

수입  91.1 180.5 189.3 193.7 199.9  198.0 188.2

-신선냉장  21.7   33.5   37.5   38.6   29.7 30.7  36.1 

-가공용  69.4 146.9 151.8 155.1 170.2 167.2 152.1

주 1) 냉동, 건조, 감자분, 저장처리냉동감자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냉장으로 환산한 물량임.

2) 각 품목별 HS CODE는 신선냉장 종자용(0701100000), 신선냉장 기타(0701900000), 가공용은 냉동

감자(0710100000), 건조감자(0712902093), 감자분(1105100000), 저장처리냉동(2004100000)의 합임.

3) 평년은 2015년~2019년의 절단 평균값임.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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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소비 동향

∙ 감자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급식 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학기 감자 급식 

소비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 소비량을 구분하면, 코로나19 심화로 학교 개학이 4차례 연기되면서 3, 4월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86.0%, 88.4%씩 감소하였으며, 5월 20일 이후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감소폭은 완화되었다. 개학 이후 급식이 재개

되었으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수 대비 1/3~2/3 이내로 

제한해 급식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가정 내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판매액(POS자료 기준)을 분석

한 결과, 2020년 판매량(1~10월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

량이 전년 대비 16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소비량) (가정 소비량 추정)

그림 11－8.  2020년 급식 및 가정 소비량 동향

주: 가정 소비량의 경우 매출액을 aT KAMIS 소매가격을 토대로 매출량을 추정하였음.

자료: ‘KREI 소비정보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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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전망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콩 수급 전망

2.1.1. 2021양곡연도 수급 및 가격 전망

∙ 수확기 콩 가격 결정 요인으로는 당해연도 작황 및 생산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소비 전망 또한 영향을 미친다. 

- 2020년산 가격은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전년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2021양곡연도 콩 수급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2% 감소해 정부 수매 이월 재고량 

증가 및 2020년산 수매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공급가능물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경기 콩 가격은 시장공급가능물량 감소폭이 크고, 코로나19 장기화 예상으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수확기 가격 대비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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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5 ]  2021양곡연도 콩 수급전망

단위: 톤, %

구분
2020양곡연도

(확정, A)
2021양곡연도

(전망, B)

차이

증감(B-A) 증감률(B/A)

생산량(a) 105,340 80,926 -24,414 -23.2

정부 수매 이월재고량(b) 0 7,568 7,568 -　

연간 정부 순매입량(c=d-e) 7,568 497 -7,071 -93.4

-수매물량(d) 16,767 497 -16,270 -97.0

-방출량(e) 9,199 - - -

연간 시장공급가능물량(f=a+b-c) 97,772 87,997 -9,775 -10.0

주 1) 연간 정부 순매입량은 정부 수매량에서 방출량을 차감하여 산출함.

2) 2020년산 수매물량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수매는 3월까지 진행되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2. 2021년 재배의향면적

∙ 농업관측본부 콩 표본농가 조사결과, 2021년(2022양곡연도)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수준인 5만 5천 ha 내외로 조사되었다.

-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이고, 경합작물인 

쌀의 2020년 농가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한 8천 600ha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밭콩 재배면적은 2020년산 수확기 콩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한 4만 7천ha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콩 가격 상승에도 생산량 감소폭이 더 커 조

수입이 감소했던 콩 농가나 가격 상승폭이 컸던 일부 경합작물(율무, 들깨, 고추 

등)로 전환하려는 농가들로 인해 재배면적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표 11－6 ]  2021년 콩 재배의향면적

단위: 천 ha, %

2020년(확정) 2021년(재배의향) 증감률

밭콩 44.9 46.7 4.0

논콩 10.1 8.6 -14.9

합계 55.0 55.3 0.5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 조사결과(2020.12.11.~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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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자 수급 전망

2.2.1. 2021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2021년 상반기 감자 가격은 수미의 경우 고랭지감자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저장물량

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3월 이후 출하량이 증가하는 시설감자의 출하비중이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노지 봄감자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하조절 영향으로 전년 이상의 

저장물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상반기에도 지속된다면 감자 주요 수요처인 학교급식과 

외식업체 수요가 부진하고, 가정 내 소비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 상승

폭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2. 2021년 재배면적 전망

∙ 농업관측본부 조사결과, 2021년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은 경합작물 가격 상승과 

지난해 여름 수해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면적도 농가의 조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 고랭지감자는 2020년 주출하기 가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아 재배면적이 전년

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강우 등 기상 영향으로 저장성

이 좋지 못해 저장 이후 출하하는 비중이 높았던 농가의 수익성이 저조하여 재배

면적 증가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주산지인 제주도의 2020년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부진 등으로 

주출하기 가격이 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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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7 ]  2021년 작형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 ha, %

2020년(확정) 2021년(전망) 전년 대비

봄감자
시설  2.2  2.1 -2.4

노지 16.3 16.1 -1.8

고랭지감자  3.4  3.6  4.9

가을감자  1.7  1.5 -8.9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 농가 조사결과(2020.12.11.~2020.12.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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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수급 전망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이슈 

∙ 정부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벼

에서 타작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하

였으나, 2021년에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두류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두류(콩·팥·녹두)를 재배하는 

생산자단체·가공업체의 계약재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이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시 필요한 사업자금 중 80%를 5년 

이내 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지원하여 재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실수요업체에게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3.2. 콩 중장기 수급 전망

∙ 콩 재배면적은 2021양곡연도 5만 5,008ha에서 2030양곡연도 5만 797ha로 연

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3년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논콩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타작물 전환 정책사업 종료, 쌀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아 콩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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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겠으나, 주산단지 조성을 통한 재배기술 고도화와 

이상기상 등에 대비한 품종개발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국내 생산량은 2021

양곡연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성 향상 등으로 콩 자급률은 2021양곡연도에 21.6%에서 2030양곡연도에 

26.8%까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도출된 콩 자급률은 정부의 콩 생산 지원정책 등의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정책 효과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 

∙ 소비량은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가정 내 수요가 증가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전의 소비 패턴으로 회귀하여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1－8 ]  콩 수급 전망(양곡연도 기준)

단위: ha, 천 톤, kg, %

구 분 2020
전망

2021 2025 2030

재배면적 58,537 55,008 52,470 50,797

국내 생산량 105 81 92 94

식량 및 가공용 소비량 363 367 348 341

1인당 소비량 7.0 7.1 6.7 6.6

식량자급률 28.4 21.6 25.8 26.8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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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자 중장기 수급 전망

∙ 감자 재배면적은 2021년 2만 3,274ha에서 2030년 2만 1,170ha로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등락에 따라 재배면적 증감이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 소비가 증대되는 식품 소비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원물 형태의 

소비 비중이 높은 감자의 특성상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며 재배면적 또한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감자 공급량은 2021년 75만 4천 톤에서 2030년 74만 4천 톤으로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겠으나, 국내 생산량 부족분 

및 감자튀김용 수입이 점차 증가하며 수입량은 2021년 20만 4천 톤에서 2030년 

22만 6천 톤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는 한편, 수입량은 증가하는 영향으로 자급률은 중장기적

으로 7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1－9 ]  감자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kg, %

구 분 2020년
전망

2021년 2025년 2030년

재배면적 23,600 23,274 22,340 21,170

총 공급량(a=b+c) 768 754 751 744

-국내 생산량(b) 556 551 537 519

-수입량(c) 202 204 214 226

1인당 소비량 14.8 14.5 14.4 14.3

식량자급률 73.8 73.1 71.6 69.8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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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04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020년산 콩 단경기 가격은 작황 악화 등으로 인해 시장공급가능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 현상 등으로 수확기 가격 대비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콩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인 5만 5천 ha 내외로 조사되었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 등으로 논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14.9% 감소

한 반면, 밭콩 재배의향면적은 콩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논콩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상반기 감자(수미) 가격은 고랭지 저장감자 물량 감소 및 시설감자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상반기에도 지속된다면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 소비와 

함께 가정 내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 상승폭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상반기 감자 재배면적은 시설 봄감자가 감소할 전망이고 노지 봄감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설 봄감자는 경합작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노지 봄

감자는 전년도 작황 부진에 따른 조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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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콩 자급률 상승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논콩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을 늘려

나가고, 수요 측면에서도 수매물량 확대 및 계약재배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