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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동향

 4월 가격 전월보다 낮아

•   4월 평균 도매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 및 소비 

부진으로 작년보다 낮은 3,910원/8kg(상품)이었다.

•   순별 가격은 상순에 5,130원, 중·하순에 3,340원으로 

하락하였다. 

•   중순부터 하락한 이유는 4월 상순 적절한 기상으로 

전남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생산 
전망  봄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   2017년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정식기 높은 가격 

으로 작년보다 14% 증가하였다.

•   예상단수는 생육기 기상 양호로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 대비 각각 

19%, 21% 증가한 7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 
전망  5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출하량은 봄양배추 출하량이 많아 작년보다 

26%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5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작년 

보다 낮은 4,000원/8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작년보다 

6%
증가 전망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증가

•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강원 경북 전체

5.9 7.8 6.4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단위: 원/8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10,376 11,473 8,696 3,906
2016 4,798 5,468 6,464 9,915 11,414 5,207 4,558 5,397 8,124 9,635 13,490 12,052
평년 4,442 5,126 5,887 5,860 8,666 5,217 4,732 6,182 6,670 5,500 5,134 6,018

   주: 평년은 2012년 1월∼201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출하 전망 | | 차기 작형 |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 가격 전망 |

작년보다
 낮을 전망

 봄양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7년 1,661 4,765 79.1
2016년 1,463 4,565 66.8
평년 1,387 4,720 65.4

작년 대비 13.5 4.4 18.5
평년 대비 19.7 0.9 20.9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작년 대비

26%
증가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12∼2016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5∼6월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시설 노지 전체
5월 26.9 22.4 25.5
6월 16.6 19.3 18.8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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