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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고버섯

∙ 2022년 생표고 생산량은 재배자의 고령화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등으로 

2021년(16,568톤) 대비 6% 감소한 15,574톤으로 추정된다. 건표고 생산량 역시 2021년(803

톤) 대비 15% 감소한 682톤(생표고 기준, 4,988톤) 수준이다. 

∙ 2023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2022년 보다 3% 감소한 19,946톤으로 전망되며, 2032년에는 

18,221톤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사리

∙ 2022년 고사리 생산량은 2021년(8,403톤) 대비 약 12% 감소한 7,415톤으로 추정되는데, 임

가 고령화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 2023년 생산량은 7,267톤으로 전망된다. 2032년 생산량은 6,059톤으로 감소할 것이다.

3) 떫은감

∙ 2022년 떫은감 생산량은 기상 여건 양호 및 장마 및 태풍 피해 미미 등으로 2021년(177,551

톤) 대비 20% 증가한 220,000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23년 떫은감 생산량은 190,000톤, 2032년은 170,438톤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4) 밤

∙ 2022년 밤 생산량은 41,524톤으로 추정되어 2021년(44,649톤) 대비 6.9% 감소하였는데, 봄 

가뭄과 여름 장마, 태풍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비 증대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증가하였다. 

∙ 2023년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3% 감소한 40,277톤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상승, 고령목 비율 

증가 등으로 2032년 생산량은 38,000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5) 대추

∙ 2022년 대추 생산량은 개화기 기상 여건 양호로 착과량이 증가하여 2021년(7,895톤) 대비 

18% 증가한 9,314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23년 대추 생산량은 8,600톤 수준이며, 2032년은 7,785톤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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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산물 수급 동향01

1.1. 임산물 생산액 추이

∙ 2021년 임산물 생산액은 7조 1,9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1% 감소하였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순임목생장액이다. 

- 순임목생장액과 토석을 제외하면 순수 임산물 생산액은 2조 9,403억 원으로 전년보

다는 증가하였지만 2017년 대비 14.1% 감소하였다. 

- 임산물 생산액에서 용재 등의 생산액보다 단기임산물의 생산액 비중이 크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증감률

’17 대비 ’20 대비

합계 89,652 73,800 65,667 82,855 71,982 100.0 -19.7 -13.1

순임목생장액 19,503 20,465 15,686 42,335 29,020 40.3 48.8 -31.5

용재·조림·양묘 5,111 4,606 4,424 5,549 6,081 8.5 19.0 9.6

토석 34,601 17,764 16,549 12,875 13,560 18.8 -60.8 5.3

단기임산물 29,138 29,449 27,277 22,097 23,322 32.4 -20.0 5.5

조경재 6,714 6,774 4,138 3,207 3,679 5.1 -45.2 14.7

수실류 6,854 6,121 6,211 5,333 5,919 8.2 -13.6 11.0

약용식물 5,900 6,148 7,860 6,428 6,237 8.7 5.7 -3.0

산나물 4,119 4,732 4,741 3,938 4,071 5.7 -1.2 3.4

버섯류 2,481 2,405 2,305 2,261 2,520 3.5 1.6 11.5

기타 3,070 3,269 2,022 930 896 1.2 -70.8 -3.7 

[ 표 16－1 ]  임산물 생산액 추이(2017-2021)
단위: 억 원, %

자료: 산림청(2022). 2022 산림임업통계연보.



714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 2021년 단기임산물 생산액은 2조 3,3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나, 2017년 

대비 20.0% 감소하였다.

- 조경재 생산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기타 관목

류(60%)와 철쭉(5422.6%)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 수실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다. 은행(2411.6%)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

였으며, 잣(△49.2%) 생산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해거리의 영향이다. 

- 약용식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오갈피(86.1%) 생산액이 크게 증가

하였고, 구기자(△30.5%), 천궁(△22.4%), 오미자(△9.9%)의 생산액이 감소하였다.

- 산나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더덕(5.2%), 도라지(1.9%) 순으로 생

산액이 증가하였다.

- 버섯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다. 송이 생산액(96.6%)이 크게 증가하

였다.

∙ 2021년 임가는 10만 4천 가구, 임가 인구는 21만 9천 명이다. 전체 임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는 9만 6천 가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다. 

- 산나물 재배 임가가 2만 9천 가구(29.6%)로 가장 많았고, 떫은감 2만 6천 가구

(26.8%), 관상작물 1만 7천 가구(17.9%) 순이다.  

- 표고버섯, 대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임가 수가 증가하였다.  

재배업
임가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떫은감 밤 대추
호두,잣,

은행
복분자

2020
86.1 22.9 15.5 16.2 3.3 22.5 7.7 8.8 6.4 3.2

(100.0) (26.6) (18.0) (18.8) (3.9) (26.1) (9.0) (10.2) (7.5) (3.7)

2021
96.2 28.5 16.9 17.2 3.3 25.8 11.4 8.4 8.2 4.1

(100.0) (29.6) (17.5) (17.9) (3.4) (26.8) (11.9) (8.7) (8.5) (4.3)

증  감 10.1 5.6 1.4 1.0 -0.1 3.3 3.7 -0.4 1.8 1.0

증감률 11.8 24.5 9.1 6.2 -1.7 14.6 48.2 -4.6 27.3 30.7

[ 표 16－2 ]  임산물 재배품목별 임가(2020-2021)
단위: 천 가구, %

자료: 통계청.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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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기임산물 소비 동향

∙ 최근 10년 동안 주요 단기임산물의 1인 1일 식품공급량의 변화는 품목별로 차이를 보인

다.1) 이는 작황에 따라 변동하는 패턴을 보인다. 

- 밤 소비는 2011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연평균 △3.9%).

- 송이버섯은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고버섯 소비는 2013년 이

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 연평균 △2.1%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산나물 소비는 2013년에 저점을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전년 대비 

15.7% 감소하였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11~’20 ’16~’20

견
과
류

밤 2.37 2.29 2.29 2.14 2.03 2.02 1.81 1.99 1.78 1.65 - 3.9 - 4.9

호두 0.52 0.60 0.63 0.70 0.69 0.74 0.77 0.66 0.69 0.66   2.7 2.8

잣 0.31 0.08 0.13 0.37 0.14 0.51 0.22 0.06 0.06 0.04 -20.3 -47.1

은행 0.09 0.08 0.11 0.15 0.21 0.15 0.09 0.08 0.06 0.03 -11.5 -33.1

아몬드 0.83 1.21 1.16 1.28 1.20 1.21 1.31 1.22 1.34 1.40   6.0   3.7

버
섯
류

송이 0.03 0.05 0.03 0.03 0.03 0.03 0.02 0.03 0.03 0.02 4.4 9.6

표고 0.28 0.97 0.95 1.10 1.13 1.10 1.09 1.12 1.09 1.00  15.2 2.4

산나물 3.88 3.00 2.67 2.73 2.88 2.89 2.98 3.21 3.27 2.69 4.0 1.8

[ 표 16－3 ]  주요 임산물의 1인 1일 식품공급량
단위: g/인·일,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식품수급표 2020.

∙ 2022년 11월에 실시한 주요 단기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의 결과는 <표 16-4>와 같다. 

- 밤의 구입 빈도가 다소 낮아졌고, 모든 품목에서 구매처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 총공급량은 생산량, 수입량 및 이입량의 총계를 의미하며, 식품공급량은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기준으로 1인당 

공급량과 실제 섭취량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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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떫은감과 표고버섯의 경우 구입 주기, 구입처, 소비 수준, 선호 제품 형태 모두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밤과 고사리의 경우 2021년 조사에서 각각 1분기에 1회, 월 1회 미만 구입 응답 비율

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여 2022년 조사에서 밤은 6개월에 1회, 고사리는 월 1회 

정도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구분
밤 떫은감 대추(건) 표고(생) 고사리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구입
빈도

1회
/1분기

1회
/6개월

3∼4회
/년

3∼4회
/년

3∼4회
/년

한번씩
/필요시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월

1회
/월

43.5 32.4 59.7 49.6 64.5 56.5 39.2 51.6 55.0 61.9

주 
구입처

재래 
시장

재래 
시장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재래 시장
재래 
시장

61.8 57.0 31.5 35.1 32.7 34.6 33.7 36.8 39.0 36.2

올해 
소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66.5 67.8 78.2 78.7 76.1 74.0 76.3 75.7 78.5 79.9

내년 
소비 
전망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77.3 74.4 81.5 78.7 78.7 79.6 76.5 77.2 79.0 76.4

선호 
제품 
형태

생밤
(미탈각)

생밤
(미탈각)

홍시 홍시 건대추 건대추 생표고 생표고 생고사리 생고사리

90.7 89.7 51.2 53.8 64.7 69.2 67.4 79.0 52.4 54.4

[ 표 16－4 ]  품목별 소비자 선호 비교
단위: %

주 1)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을 정리한 것임.
2) 값은 선택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소비자 조사 결과(2022.1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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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기임산물 수출입 동향

∙ 단기임산물 수출입 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인다. 2022년 단기임산물 수출과 수입은 

2021년 대비 각각 6.5%, 0.9% 감소하였다. 

- 수출은 초피(33.9%)를 제외한 새털(△2.6%), 밤(△14.6%), 감(△39.0%), 표고(△

12.8%) 모두 감소하였다.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향후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단기임산물의 수출은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은 도라지(12.2%)를 제외한 아몬드(△25.7%), 호두(△13.4%), 새털(△7.6%), 표

고(△10.5%) 모두 감소하였다. 미국산 아몬드와 호두의 수입 비중이 크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18 대비 ’21 대비

수출 117 106 86 93 87 -25.6 -6.5

주요  
수출  
5위

새털 61 56 40 35 34 -44.1 -2.6

밤 24 18 13 17 14 -40.4 -14.6

초피 0.1 2 3 3 5 434.7 33.9

감 4 4 5 5 3 -17.7 -39.0

표고 2 2 2 2 1 -25.4 -12.8

수입 832 783 757 854 846 1.7 -0.9

주요 
수입 
5위

아몬드 165 178 167 182 135 -18.0 -25.7

호두 106 83 84 100 86 -18.8 -13.4

새털 44 38 41 37 34 -22.3 -7.6

표고 43 38 34 38 34 -22.3 -10.5

도라지 28 32 25 30 33 17.2 12.2

수지 -715 -677 -670 -761 -759 6.2 -0.3

[ 표 16－5 ]  단기임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주: 2022년은 11월까지의 누계임.
자료: 산림청(각 년도), 임산물수출입통계.



718_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주요 품목의 수급 동향과 전망02

2.1. 표고버섯

2.1.1. 생산 동향

[생표고]

∙ 2021년 생표고 생산량은 2012년 대비 17.6% 감소한 16,568톤이다. 생표고 생산은 2017년 

22,921톤을 기록한 이후 매년 5~10% 수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 

- 주요 생산지는 부여, 청양 등 충남이며, 전남과 경북 그리고 경기, 충북 등 전국에 분

포한다.

∙ 2022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5,574톤 내외로 추정된다.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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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2년 값은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2). 임산물생산조사.

그림 16－1. 지역별 생표고 생산 동향



제16장  주요 단기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_719

[건표고]

∙ 2021년 건표고 생산량은 2012년 대비 48.2% 감소한 803톤(생표고 환산 5,869톤)이다. 

건표고를 주로 생산하는 원목재배 방식의 임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원목 재배에는 

높은 강도의 노동이 요구되고 원목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 건표고 주산지는 장흥 등 전남이고(36.0%), 이어서 부여, 천안 등 충남(18.3%), 경주, 

예천 등 경북(15.9%) 순이다.

∙ 2022년 건표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하락한 682톤(생표고 환산 4,988톤)으로 추정

된다. 2015년 이후 매년 4% 이상 감소세가 이어진다.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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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지역별 건표고 생산 동향

주 1) 2022년 값은 추정치임. 
2) 건표고는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7.31임.

자료: 산림청(2022). 임산물생산조사.

2.1.2. 유통 및 가격 동향

∙ 표고버섯 유통은 대농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직거래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경로가 

다변화되는 추세이다. 

- 1차 출하처 기준 생표고는 도매시장, 건표고는 지역농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대형유통 및 식품 가공공장과 같은 대량소비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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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은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서 연중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2022년 

가락시장 생표고 평균 도매가격은 25,583원/4kg으로 2021년 (24,107원/4kg) 대비 6.1% 

상승했다. 

- 가락시장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반입량은 각각 4,914톤과 2,185톤으로 국내산 반입

량은 감소하고, 수입산 반입량은 증가하였다.

- 4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2) 품질이 저하된 것이, 9월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더불어 수입량 급증이 해당 기간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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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품기준 일일 도매가격임.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에서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그림 16－3.  생표고 가격 동향
단위: 원/4㎏

2.1.3. 수출입 동향

∙ 2022년 생표고 수출량은 30.3톤으로 전년 대비 40.2% 감소했고, 건표고 수출량은 47톤

(생표고환산 345.1톤)으로 33.2% 증가했다. 

∙ 생표고 수입량(5,521톤)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건표고와 조제표고 수입량은 각각 

1,449톤, 10,49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 및 7.3% 증가했다.

- 생표고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식품 가공공장과 예식장·급식과 같은 대량 소비처의 지

속적 수요가 있지만 국내산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 2022년 4월 초중반 기온 전년 대비 평균 4.2℃ 상승하였고, 4월 10일 기준 7.2℃가 상승함(자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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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밥배지(버섯종균) 수입량은 약 53,43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3) 이는 

평년(2017∼2021년)보다 24.3% 많은 양이다. 수입 톱밥배지를 이용한 생표고 생산량

은 14,427톤으로 추정한다. 

- 국내 생표고 생산량의 약 90% 이상이 중국산 톱밥배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표고 수입량까지 고려하면 생표고 소비의 약 95%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톱밥배지 재배가 확산되는 것에 비하여 국내에서 양질의 톱

밥배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 종류별 수입> <톱밥배지(버섯종균) 수입>

5,965 6,689 5,634 4,685 5,398 5,521 

10,747 
11,951 

11,697 
11,523 

11,321 10,595 

1,792 

1,915 
2,061 

1,963 1,956 2,098 

18,504 

20,555 
19,392 

18,170 18,675 18,214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표고 건표고 조제표고 합계

11,064 11,272 11,530 12,015 
13,522 14,427 

40,979 41,750 42,702 
44,499 

50,080 
53,433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가능량 수입량

주 1) 모두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건표고 7.31, 조제표고 0.2임.
2) 생표고 생산가능량은 톱밥배지 중량에 0.27을 곱해 얻은 값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그림 16－4.  표고버섯 수입 동향
단위: 톤

2.1.4. 수급 전망4)

가. 2023년 전망

∙ 2023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국내의 불안정한 생산 여건을 고려할 때, 2022년 대비 3% 감

소한 19,946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생표고 15,107톤, 건표고662톤).

3) 톱밥배지(버섯종균) HS code는 0602909040 임.

4) 생표고와 건표고(생표고로 환산)를 포함해 생산량을 전망하였으며, 조제표고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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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입산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 증

가한 18,760톤(생표고 기준) 내외가 될 것이다. 

∙ 표고버섯 수출량은 2022년과 비슷하게 376톤(생표고 기준) 내외로 예상된다.

나. 중장기 전망

∙ 2032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2022년 대비 11.4% 감소한 18,221톤(생표고 13,800톤, 건표

고 605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임가를 중심으로 재배 여건이 개선될 것

이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생산비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소세는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32년 표고버섯 수입량은 국내 생산 감소로 2022년 대비 12.6% 증가한 20,518톤으로 

예측되며, 수출량은 2022년 대비 2.7% 증가한 386톤으로 전망된다.

∙ 중국산 톱밥배지의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질의 국산 톱밥배지 

공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구분 2021 2022
전망

2023 2027 2032

소비 40,802 38,401 38,330 38,302 38,353

생표고 21,915 21,065 20,763 20,398 19,988

건표고 16,931 15,238 15,406 15,655 16,002

생산 22,437 20,563 19,946 19,160 18,221

생표고 16,568 15,574 15,107 14,512 13,800

건표고 5,869 4,988 4,839 4,648 4,420

수입 18,675 18,214 18,760 19,522 20,518

생표고 5,398 5,521 5,686 5,917 6,219

건표고 11,321 10,595 10,913 11,356 11,936

조제표고 1,956 2,098 2,161 2,249 2,364

수출 310 376 376 380 386

생표고 51 30 30 31 31

건표고 259 345 346 349 354

[ 표 16－6 ]  표고버섯 수급 전망
단위: 톤

주: 모두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건표고 7.31, 조제표고 0.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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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사리

2.2.1. 생산 동향

∙ 고사리 생산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1

년 고사리 생산량은 8,403톤으로 전년 대비 약 14.2% 감소하였다. 2022년 생산량은 전

년 대비 약 11.8% 감소한 7,415톤으로 추정된다. 

- 남해군 창선면을 중심으로 한 주산지가 지리산 일대 권역으로 확산되었지만, 최근의 

생산량은 점차 위축되었다. 재배 임가의 고령화와 농산촌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원인이다.

그림 16－5.  지역별 고사리 생산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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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2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 산림청(2022). 2021 임산물생산조사.

2.2.2. 유통 및 가격 동향

∙ 고사리는 건조하면 가공 및 보관이 용이하여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다. 지역농협, 산림

조합, 도매 상회 등에서 수매를 통한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는 인터넷 판매, 지

역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하여 유통된다.

∙ 2022년 마른고사리 생산지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8% 상승한 73,872원/kg 이다. 봄 

가뭄과 일교차 등 이상 기후에 의해 생육이 부진하여 고사리 출하량이 일부 감소하였

고, 작년부터 이어진 가격 강세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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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에서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그림 16－6.  마른고사리 가격 동향
단위: 원/kg

2.2.3. 수출입 동향

∙ 마른 고사리 수출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26% 감

소했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다.

∙ 마른 고사리 수입은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국내산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2022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

였다. 고사리 소비에서 수입산의 비중은 6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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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16－7.  마른고사리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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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수급 전망

가. 2023년 전망

∙ 2023년 고사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 감소한 7,267톤으로 예상된다. 임가 고령화

에 따른 경작 기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리 생산량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마른고사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1,554톤(생고사리 기준 15,540톤)으로 예상된다.

∙ 마른고사리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 감소한 6.7톤(생고사리 기준 

67톤)으로 예상된다. 

나. 중장기 전망

∙ 산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은 고사리 재배면적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기후변화도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 2032년 고사리 생산량은 2022년 대비 약 18% 감소한 6,059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

출량도 2032년 5.54톤(생고사리 기준 55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고사리 수입은 국내 생산량 감소 추세에 따라 2032년 1,857톤(생고사리 기준 18,570톤)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2022
전 망

2023 2027 2032

소비 22,587 22,741 23,463 24,575

생산 7,415 7,267 6,703 6,059

수입 15,240 15,540 16,821 18,572

수출 68 67 61 55

[ 표 16－7 ]  고사리 수급 전망

단위: 톤

주: 마른고사리는 생고사리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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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떫은감

2.3.1 생산 동향 

∙ 2021년 떫은감 생산량은 177,551톤으로 2011년 대비 90.9%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

반부터 곶감 수요가 증가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어 묘목 식재량이 증가하였다. 이

에 2014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 경북(청도, 상주 등), 경남(산청, 밀양, 함양)과 충북(영동, 보은, 옥천), 전남(영암)이 

대표 주산지이다. 상주 둥시, 청도 반시, 영암 대봉시, 산청 고종시가 대표 품종이다. 

∙ 2022년 떫은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20,000톤 내외로 추정된다. 봄철 개화

기에 냉해·돌풍 피해가 미미하였고, 장마 및 태풍 피해도 적었다.

-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착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과보다 소과 생산량이 증

가하여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을 생산하지 않은 농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주산지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다만, 경북 청도는 전년 생산량이 많았

고,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주: 2022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2), 2021 임산물생산조사.

그림 16－8.  지역별 떫은감 생산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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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통 및 가격 동향

∙ 농가에서 생과(원료감)로 출하하는 비중은 대봉시 63%, 둥시 34.7%, 반시 78.9%, 고종

시 4.1%로 조사되었다.5) 그 외에는 농가에서 가공하여 출하한다. 

- 가공 출하량에서 곶감 비중은 대봉시 55.7%, 둥시 94%, 고종시 72.7%이며, 반시는 

감말랭이 출하 비중(71.5%)이 높았다.

∙ 햇감 출하시기(10~11월)의 원료감 가격을 보면 <그림 16-9>와 같다. 주산지(하동, 광

양, 영암, 상주, 영동 등)의 생산량이 많고 소과 생산이 많아 가격은 하락하였다.  

- 둥시 평균 가격은 1,494원/kg으로 전년(2,178원/kg) 대비 31.4% 하락하였다. 

- 대봉시 평균 가격은 3,010원/kg으로 전년(3,620원/kg) 대비 16.8% 하락하였다. 

- 반시 평균 경매가격은 1,817원/kg으로 전년(1,781원/kg) 대비 2.1% 상승하였다.

둥시(상주) 대봉시 반시(청도)

그림 16－9.  원료감 가격 동향
단위: 원/kg

주: 둥시는 상주원예농협공판장의 평균 경매가격, 대봉시는 가락시장의 특등급 기준 평균 도매가격, 
반시는 새청도농협공판장의 약시 평균 경매가격임. 

자료: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www.nongnet.or.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price).

5) 임업관측 떫은감 농가 대상 전화조사결과(2022.1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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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수출입 동향

∙ 건조감 수출량은 2020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1년 수출량은 306톤, 2022년은 247톤

으로 2021년 대비 19.1% 감소, 평년 대비 6.8% 감소했다. 

- 건조감은 주로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일본 등 해외 판촉 

감소로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 건조감 수입량은 2020년 470톤까지 감소한 이후, 2021년에 다시 608톤으로 증가하였

다. 2020년 원료감 생산량이 감소하여 국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수입량은 538톤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 평년 대비 6.7% 감소했다. 

<수출>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그림 16－10.  건조감 수출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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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수급 전망

가. 2023년 전망

∙ 2023년 떫은감 생산량은 2022년보다 13.6% 감소한 190,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전년도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3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84톤으로 전망된

다. 국내 원료감 가격이 하락하여 2023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788톤으로 

전망된다.

나. 중장기 전망

∙ 2032년 떫은감 생산량은 2022년 대비 약 22.5% 감소한 170,400톤 수준 내외로 전망된

다. 재배임가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상 피해 등으로 재배면적과 재배임가 모두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2032년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와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라 2022년 대비 13.7% 감소한 

320톤으로 감소할 것이며, 수입량은 2022년 대비 약 1.4% 증가한 818톤으로 전망된다. 

∙ 냉해·돌풍 피해 및 병해충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방제기술 개발과 품종 개량이 

필요하다.

∙ 가공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등 떫은감 수출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분 2022
전 망

2023 2027 2032

소비 220,436 190,404 181,501 170,936

생산 220,000 190,000 181,043 170,438

수입 807 788 812 818

수출 371 384 354 320 

[ 표 16－8 ]  떫은감 수급 전망
단위: 톤

주: 건조감을 신선감으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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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밤

2.4.1. 생산 동향

∙ 2021년 밤 생산량은 44,649톤으로 2012년 대비 28.4% 감소하였고, 지난 10년간

(2012~2021) 연평균 3.6% 감소하였다. 농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

∙ 2022년 밤 생산량은 41,524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6.9% 감소, 평년 대비 

8.8% 감소한 것이다. 

- 초반에는 착과량이 많아 수확량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장마 기간이 길게 지속

되고 태풍 피해도 발생하여 결실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낮은 수매가격과 비싼 인건비 

등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 남부지역은 착과 초반 가뭄피해 발생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 전남과 경남에서는 밤 재배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임가가 늘고 있는 반면, 충남과 충

북에서는 집약 재배를 하는 임가가 많다. 

- 신규 식재에서 밤 탈각이 잘 되는 품종이 선호된다. 

단위: 톤

그림 16－11.  지역별 밤 생산 동향

주: 2022년은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1). 2020 임산물생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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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유통 및 가격 동향

∙ 생산자들은 대부분 지역농협으로 출하하고 그 외에 산지 수집상에게 판매한다. 최근에

는 소비자 직거래도 늘었다. 

∙ 2022년 가락시장(상품) 밤 연간 평균 가격은 5,135원/kg으로, 전년 대비 21.0% 낮았다. 

전년의 밤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단위: 원

주: 가락시장 상품 기준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17~’21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그림 16－12.  밤 가격 동향(상품)

∙ 2022년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이른 추석으로 햇밤 소비량이 적었기 때문에 수확기 이

후 밤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전년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 설 소비지 밤 가격은 6,000원/kg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년
생산지 1,926 1,969 1,916 1,906 1,906 1,906 1,906 2,004 1,757 1,750 1,750 1,750

소비지 4,075 4,037 3,691 3,785 3,917 3,917 3,917 4,619 5,313 4,700 4,700 4,700

’21년
생산지 2,915 3,125 3,289 3,325 3,325 3,325 3,325 3,325 2,955 2,668 2,900 2,900

소비지 6,500 6,768 6,871 6,900 6,900 7,200 7,500 7,500 6,163 5,990 6,300 6,300

’22년
생산지 2,852 2,746 2,700 2,689 2,561 2,500 2,490 2,499 2,433 2,430 2,430 2,808

소비지 6,065 5,783 5,690 5,675 5,497 5,413 5,584 5,991 5,851 5,846 5,845 5,935

[ 표 16－9 ]  최근 3개년 밤 가격 동향(상품)
단위: 원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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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수출입 동향

∙ 2022년 밤 수출량은 4,428톤으로, 전년 대비 26.3%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밤은 중국에

서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큰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진행중이어서 수

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 2022년 밤 수입량은 11,183톤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MMA 물량이 수입되

며 수입 밤을 주로 사용하는 군밤용 또는 가공용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이다.

<수출> <수입>

주: 2022년은 추정치이며, 생밤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그림 16－13.  밤 수출입 동향
단위: 톤

2.4.4. 수급 전망

가. 2023년 전망

∙ 2023년 밤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약 40,277톤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마찬

가지로 기상이변 등 자연적 요인과 임가 고령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생산비 증가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상 여건, 임업직불금 지원정책 등 상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수출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코로나 관련 정책이 수정되어 밤의 

수출량은 약간 회복하여 5,3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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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수입산 밤 수요가 안정되어 있어 수입량은 일정 수준 이

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MMA로 수입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나. 중장기 전망

∙ 2032년 밤 생산량은 2022년 대비 8.5% 감소한 38,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비 감소, 재배자 고령화, 인건비 상승, 고령목 비율 증가 등이 그 요인이다. 한편, 임업직

불금은 밤 재배지의 전용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32년 밤 수출량은 4,800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밤 수출도 일시 회복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밤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

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  밤 수입량은 2022년 대비 13.1% 증가한 약 12,650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공

용 수요와 군밤 수요가 안정된 것에 비하여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 밤 수확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 개발, 박피 기술 등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구분 2022
전 망

2023 2027 2032

소비 48,279 46,506 46,131 45,850

생산 41,524 40,277 39,149 38,000

수입 11,183 11,529 12,082 12,650

수출 4,428 5,300 5,100 4,800

[ 표 16－10 ]  밤 수급 전망
단위: 톤

주: 2022년 값은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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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추

2.5.1. 생산 동향

∙ 2021년 대추 생산량은 2011년 대비 7% 감소한 7,895톤이다. 2014년 14,236톤으로 정

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보인다. 

- 건대추 주산지인 생산량은 2016년 9,093톤에서 2020년 6,610톤으로 연평균 7.7% 감

소하였는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다른 작물로의 전환 등이 그 요인이다.

- 생대추에 특화한 충북지역은 생산량은 2016년 1,471톤에서 2020년 1,453톤으로 연

평균 0.3%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사과대추 식재가 확산되면서 부여가 신규 

재배지로 나타났다. 다만 생대추는 빠르게 건조하여 장기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 

∙ 2022년 대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 평년 대비 3.1% 감소한 9,300톤으로 추정

된다. 개화기 기상이 양호하여 착과량이 증가하였고, 태풍 피해 미미 등으로 낙과량도 

감소하였다.

- 대부분의 주산지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충북지역은 고온 및 태풍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착과량은 많으나 과실 크기가 작은 대추가 많이 생산되었다.

단위: 원/kg

주: 2022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2). 2021 임산물생산조사.

그림 16－14.  지역별 건대추 생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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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유통 및 가격 동향

∙ 건대추는 산지수집상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생대추는 소비자 직

거래의 비중이 높다.

∙ 2022년 건대추 특품(별초) 산지 평균가격은 15,577원/kg으로 전년 평균가격 12,949원

/kg대비 20.3% 상승하였으며, 등급마다 가격 등락에 차이를 보인다.

∙ 상품(특초)의 산지 평균 가격은 12,532원/kg으로, 전년(11,731원/kg) 대비 6.8% 상승했

다. 중품(상초)의 산지 평균 가격은 9,679원/kg으로, 전년(10,622원/kg) 대비 8.9% 하락

했다. 올해 착과량이 많았고 중품(상초)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 2022년 대추 작황이 양호하여 2023년 설 소비지 가격은 평년 수준인 16,000원대/kg

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품(별초) 상품(특초)

주: 산지 가격 기준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그림 16－15.  건대추 가격 동향 
단위: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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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수출입 동향

∙ 2022년 건대추 수출량은 2021년 대비 27.6% 감소한 13톤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17%), 미국(14%), 호주(12%) 등이다.

<건대추 수출> <건대추 수입> <냉동대추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그림 16－16. 건대추, 냉동대추 수출입 동향
단위: 톤

∙ 건대추 수입량은 444톤으로 2021년 대비 30.5% 감소하였다. 2022년 건대추의 최소시

장접근물량(MMA) 259.5톤이었다. 

∙ 냉동대추 수입량은 2019년 63톤, 2020년 653톤, 2021년 9톤, 2022년은 55톤이었다. 

2020년 냉동대추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건대추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함

이다. 냉동대추의 관세는 30%이며 건대추의 관세는 611.5%이다. 

2.5.4. 수급 전망

가. 2023년 전망

∙ 2023년 대추 생산량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8,600톤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

과대추를 비롯하여 생대추 재배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대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2023년 수출량

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23톤일 것이며,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725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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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전망

∙ 2032년 대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2022년보다 16.4% 감소한 

7,8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2032년 대추 수출량은 2022년 대비 4.5% 감소한 21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이후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과 국내 생산량 감소 등의 요인 때문이다.

∙ 2032년 대추 수입량은 2022년 대비 0.7% 증가한 745톤으로 예상된다. 건대추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큰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대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 개척이 필요

하다.

구분 2022
전 망

2023 2027 2032

소비 10,032 9,302 8,940 8,509

생산 9,314 8,600 8,228 7,785

수입 740 725 734 745

수출 22 23 22 21 

[ 표 16－11 ]  대추 수급 전망
단위: 톤

주: 건대추를 생대추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0.6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