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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기 밤수급 예측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가 국내 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밤시장과 깐밤시장을 상호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부분균형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내생변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사후예측을 실시하였다. 전반

적으로 신규재배면적 및 폐기면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생변수들에 대한 모델의 예측오차가 낮았다. 수급예측 결과

국내 생밤생산량은 2005년에 76,447톤에서 2020년에는 76,286톤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으로 수

출되는 깐밤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orecast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chestnut and to analyze the

impacts of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estnut markets. For these ends, the study

developed a partial equilibrium market model, in which in-shelled chestnut market was vertically linked to

shelled chestnut market. To examine the predictive ability of the model for the endogenous variables ex-post

simulation was run for the period 1990 through 2003. In general, all endogenous variables reproduced the

historical trends during the period except for disuse areas and newly established areas. The results of forecasting

supply and demand show that domestic in-shelled chestnut production is estimated to decrease slightly from

76,447 ton in 2005 to 76,286 ton in 2020 and that exports of shelled chestnut continue to be decreased. 

Key words : partial equilibrium market model, ex-post simulation, chestnut, supply and demand forecasting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농가소득원으로 밤나

무를 적극적으로 식재함으로서 1970년대 중반이후 밤 생

산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현재 밤 생산

량은 76,447톤이며, 2,267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

다. 1990년대 이후 매년 약 8~10만톤의 밤이 생산되고 있

으며, 이중에서 약 3만톤 내외가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밤은 우리나라 주요 임산물의 한 품목으

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체 임산물 수출액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약 49%로 최고 수출품목의 자리를 유

지하고 있다(산림청, 2006).

그러나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밤나무는 196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이미 경제적인 수령을 넘긴

노령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밤나무의 갱신조림, 전지전

정 및 간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노동력의 부

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적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해 과실은 소립화되고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손철호,

장철수, 2001).

한편 깐밤은 1975년부터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기 시

작하여 1990년대초 일본 가공용 밤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수출액도 연간 약 1억불을 상회하면서 전성기

를 누려왔다. 그러나 국산 깐밤 수출량은 1990년을 정점

으로 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시장내에서 중

국산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아

니라 그 동안 밤은 수입제한 품목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왔으나 WTO/DDA 및 FTA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밤

산업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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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밤생산량은 국내 밤나무림의 관리여부와

국내임금수준이나 노동력조달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환율

과 수출입국의 소득수준이나 국내가격수준 등이 수출입

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

계열데이타를 근거로 한 밤의 수급모형을 개발하여 국내

수급량을 2020년까지 예측해 보고, 수급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외생변수, 즉 임금, 인구, 단위생산량 등의 변화

가 밤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1. 모델 구조 및 함수 추정 방법

국내 시장을 생밤시장과 깐밤시장으로 구분하여 깐밤 국

내공급과 깐밤용 생밤수요를 통해 두 시장이 상호 수직적

으로 연결되고, 생밤과 깐밤의 가격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밤수급 부분균형모델로 구성하였다. 수출국으로부

터 공급되는 생밤수입공급, 깐밤수입공급 및 국내 밤을 수

입하는 국가의 생밤수출수요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시

계열자료도 부족하여 외생적으로 처리하였다. 깐밤수출수

요함수는 일본의 깐밤에 대한 초과수요     (일본의 국내깐

밤수요-국내깐밤공급)함수를 모형화하였다. 그리고 밤의 수

급함수는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

구에서는 최소자승법(OLS)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2. 자료수집

수급함수의 추정에 필요한 수급 및 가격 자료 등은 관

련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추정에 이용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는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농촌노임 및 밤

가격은 농협조사월보, 수출량 및 수출가격은 무역통계연

보를 이용하였다. 국내소득, 인구, 일본의 GDP 데이터는

통계청의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본의 수

입가격 자료는 일본무역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1976년

부터 2004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함수를 추정하

였으며, 모든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하여

1995년도 불변가격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GDP는

GDP디플레이트로 디플레이트하여 1995년도 불변가격으

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개발된 모형에 대한 사후예측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1990-2003년의 기간에 대하여 과거 시계열의 관측치와

모델에 의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RMSPE(Root Mean

Square Percent Simulation Error), Error Index(EI)의 통

계량을 가지고 판정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밤

의 수급 예측을 실시하기 위한 외생변수에 대한 미래의

예측치는 국내외 관련기관에서 발표된 자료 등을 이용하

였다. 그리고 수급예측은 외생변수의 미래 예측치를 가

지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급량을 계산하였다. 한편, 임금, 인구 등 주요 외생변수

가 국내 밤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급함수추정

1) 생밤시장

(1) 국내공급함수

국내 생밤공급량은 식 (1)과 같이 성과수면적에 단위면

적당 생산량을 곱하여 구하였다.

QS
FC

 = TA
t
 * YD

t
 (1)

여기에서 QS
FC
는 국내 생밤공급량, YD

t
는 단위면적당 생

산량, TA
t
는 총재배면적을 나타낸다.

한편, 총재배면적은 전년도 총재배면적에서 당해연도

신규재배면적을 더하고 폐기면적을 뺀 면적으로 정의되

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
t
 = TA

t-1
 + NEWA

t
 − DA

t 
(2)

여기에서 TA
t
는 총재배면적, NEWA

t
는 신규재배면적, DA

t

는 폐기면적을 나타낸다. 폐기면적은 전년도 폐기면적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수준의 면적을 유지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산림청의 밤산업 육성계획을 반

영하였기 때문이다. 

① 신규재배면적함수

신규재배면적 함수는 최근 3년간의 단순평균 생밤가격

과 농촌실질임금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모델의

설명계수(R2)는 0.56이었고, 각 설명변수의 부호는 예상

과 일치하였으나, t값은 기대가격을 제외하곤 5% 신뢰구

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신규재배면적에 대한 기대가격그림 1. 밤 수급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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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성치는 0.56, 실질임금의 탄성치는 -0.53로 비탄력

적이었다. 한편, 다음식에서 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에 의해 수정된 결정계수, D.W는 Durbin-

Watson 통계량, ( )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한다.

NEWA = 2085.377+ 0.904750 ARP − 0.048288 W

              (2.47)       (3.66)         (-1.87)

추정기간 : 1978−2003, R2=0.56, =0.52, D.W=1.17

여기에서 NEWA는 신규재배면적(ha), ARP는 과거 3년간

단순평균 생밤가격(원/kg), W는 농촌실질임금(원/일)을 나

타낸다.

② 단위면적당 생산함수

밤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수령, 품종, 가격, 임금, 병해

충방제정도, 기후조건, 기술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밤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주

기적으로 단위생산량이 변화가 너무 크게 나타나 현실과

괴리가 심해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생밤수입공급함수

생밤은 1995년 UR 타결에 의해 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시장이 개방되었으나 현재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10%

이내에서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자료

의 한계로 인하여 수입공급함수를 외생적으로 처리하였다.

(3) 생밤수출수요함수

생밤수출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으

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별 수출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시계열 자료가 적고 충분하지 않아 외생

적으로 처리하였다.

(4) 생밤 국내수요함수

① 국내 생밤수요함수

일반적으로 종실류의 수요는 자체가격, 대체재의 가격,

GDP, 인구 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밤의 대

체재를 특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외하였

다. 생밤의 국내수요는 생밤가격과 GDP를 설명변수로 하

여 추정하였다. 생밤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34로

비탄력적이었으며, 소득탄력성도 0.29로 비탄력적으로 나

타나 국내 생밤수요는 가격과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QD
DFC

/POP= 1.605−0.001P
FC

+1.95E−07GDP+1.134D9698

(6.14) (-2.95) (2.34)  (5.04)

   +0.502D00−0.584D04

                (1.92)    (-1.97)

추정기간 : 1988 − 2004, R2=0.75, =0.63, D.W=2.80

여기에서 QD
DFC

/POP는 1인당 소비량(kg/인), P
FC
는 국내

생밤실질가격(원/kg), GDP는 실질소득(천원), D9698는 더

미변수(1996-1998=1, 기타=0), D00는 더미변수(2000=1,

기타=0), D04는 더미변수(2004=1, 기타=0)를 나타낸다.

② 국내 깐밤용 생밤수요함수

국내 깐밤용 생밤수요량은 다음 식 (3)과 같이 깐밤의

공급량을 수율(생밤 1 kg에서 생산되는 깐밤량의 비율)

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QD
DPC

=QS
PC

/YR (3)

여기에서 QD
DPC
는 깐밤용 생밤수요량, QS

PC
는 국내 깐밤

공급량, YR는생밤 1 kg에서 생산되는 깐밤량의 비율(수

율)을 나타낸다.

③ 국내 총생밤수요

국내 총생밤수요량은 식 (4)와 같이 국내 생밤수요량과

국내 깐밤용 생밤수요량의 합으로 구하였다. 

QD
FC

 = QD
DFC

 + QD
DPC

 (4)

여기에서 QD
FC
는 국내 총생밤수요량, QD

DFC
는 국내 생밤

수요량, QD
DPC
는 깐밤용 생밤수요량이다.

2) 깐밤시장

(1) 깐밤 국내공급함수

깐밤의 국내공급량(QS
PC

)은 여성 실질임금, 깐밤 수출

가격, 생밤가격, 수율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국

내 깐밤공급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0.44이었고,

D.W값은 1.25이었다. 깐밤 국내공급에 대한 여성 실질임

금의 탄성치는 -0.83로 비탄력적이었으며, 깐밤 수출가격

과 국내에서 깐밤용으로 들어가는 국내 생밤가격과의 차

이의 탄성치는 0.67로 비탄력적이었다.

QS
PC

=15527.44−0.3962W
F
+1.5455[(P

PC
−(P

FC
/YR)]

(9.39) (-2.09) (1.78)

     −10912.36D03

(-3.18)

추정기간 : 1982−2003, R2=0.44, =0.35, D.W=1.25

여기에서 QS
PC
는 깐밤공급량(톤), W

F
는 여성 실질임금(원

/일), P
PC
는 깐밤수출실질가격(원/kg), P

FC
는 국내생밤실질

가격(원/kg), YR은 생밤1 kg에서 생산되는 깐밤량의 비율

(수율), D03은 더미변수(2003=1, 기타=0)를 나타낸다.

(2) 깐밤 수입공급함수

최근에 깐밤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 이전

에는 수입이 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제과·제빵용으로 냉동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

나 중국의 시계열자료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으로

부터 깐밤 수출공급량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하

였다.

R
2

R
2

R
2

R
2



461 韓國林學會誌 제 97권 제 4호 (2008)

(3) 깐밤 수출수요함수

깐밤 수출수요량은 식 (5)와 같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과 기타국으로 수출되는 양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XD
PC

 = XD
PCJ

 + XD
PCOTH

 (5)

여기에서 XD
PC
는 깐밤 총수출량, XD

PCJ
는 일본으로 깐밤

수출량, XD
PCOTH
는 기타국으로 깐밤 수출량을 나타낸다.

① 일본

일본으로 깐밤 수출수요함수는 일본의 소득, 한국으로

부터의 깐밤 수입가격, 그리고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깐

밤수입량이 감소한 기간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모델의 설명계수를 나타내는 R2는 0.79이었다. 일본소득

은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었다. 깐밤 수출수요

에 대한 일본의 실질소득과 한국으로부터 수입가격에 대

한 탄성치는 각각 0.53, -0.72로 비탄력적이었다.

XD
PCJ

= 15103.88 + 0.012558 GDP
J
 − 9.882313 P

PCMJ
 

(0.68) (0.27) (-3.51) 

− 3038.069 D9803

(-1.85)

추정기간 : 1993 − 2003, R2= 0.79, = 0.70, D.W = 2.47

여기에서 XD
PCJ
은 깐밤수출량(톤),GDP

J
은 일본의 실질소

득(10억엔), P
PCMJ
은 일본내 한국 깐밤의 수입실질가격(엔

/kg), D9803은 더미변수(1998-2003=1, 기타=0)를 나타낸다.

② 기타

깐밤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기타 지역으로

수출되는 양은 전체 수출량의 10% 내외 수준이다. 그래

서 깐밤의 기타수출량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하

였다.

(4) 깐밤 국내수요함수

깐밤은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깐밤의 국내소비량

은 수입되는 양만큼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깐밤의 국내수요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3) 깐밤 수출가격과 일본의 깐밤 수입가격 관계식

국내 밤시장 분석모델에서의 깐밤시장의 균형가격과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깐밤수출가격과 일본국

의 수입가격과의 가격관계식이 필요하다. 

일본의 깐밤 수입가격은 국내 깐밤 수출가격에다 일본내

시장으로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용, 제반경비, 관세

율, 환율 등을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Joo,

1992). 그러나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용, 제

반경비 등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일

본의 수입가격에 환율(원/엔)을 곱한 것을 종속변수로 사용

하고 국내 수출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P
PC

 = 3411.792 + 0.420020 (P
PCMJ

*JEX)

(5.39)  (5.11)

추정기간 : 1989−2003, R2=0.67, =0.64, D.W=2.14

여기에서 P
PC
는 한국 깐밤 수출가격(원/kg), P

PCMJ
는 한국

깐밤의 실질수입가격(엔/kg), JEX는 환율(원/엔)을 나타낸다.

4) 시장균형조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에서 국내 생밤수요량은 국내

공급량에서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물량과 같다는

시장균형조건에 의해 밤의 균형가격 및 수출입량이 내생

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국내 깐밤의 수요량은 생밤의

균형조건과 마찬가지로 국내 깐밤공급량에서 깐밤수입

량을 더하고 깐밤수출량을 뺀 물량과 같다는 시장균형조

건에 의해 깐밤의 수출가격, 깐밤공급량 및 수출입량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생밤시장 균형조건 : QD
DFC

 = QS
FC
− QD

DPC
− XD

FC

 + MS
FC

−깐밤시장 균형조건 : QD
PC

 = QS
PC
− XD

PC
 + MS

PC

5) 수급관계식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밤 수급모델을 구성하는 관계식

을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본 모델은 모델을 구성하는 수

급관련 방정식이 9개, 가격방정식 1개, 시장균형항등식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내생변수는 국내 생밤공급량(QS
FC

),

국내 총수요량(QD
FC

), 국내 생밤수요량(QD
DFC

), 깐밤용

생밤수요량(QD
DPC

) 등 총 13개, 외생변수는 임금(W), 국

내 소득(GDP), 수출량(QX
FC

), 수입량(QM
FC

)등 총 13개

이다.

R
2 R

2

표 1. 모델을 구성하는 관계식 요약.

생밤시장
QS

FC
 = YD

t 
× TA

t
 

TA
t
 = TA

t-1
 + NEWA

t
 − DA

t

NEWA
t
 = 2085.377 + 0.904750 ((P

FCt-1
+ P

FCt-2 
+ P

FCt-3
)/3) 

    − 0.048288 W
QD

FC 
= QD

DFC 
+ QD

DPC

QD
DPC 

= QS
PC

/YR
QD

DFC
= 1.605− 0.001P

FC
+1.95E-07GDP+1.134D9698

 +0.502D00 − 0.584D04* POP

 QD
DFC

 = QS
FC

 − QD
DPC 

− XD
FC

 + MS
FC

깐밤시장
QS

PC 
=15527.44−0.3962W

F
+1.5455[(PPC−(PFC/YR)]

−10912.36D03
 XD

PC
 = XD

PCJ
 + XD

PCOTH

 XD
PCJ 

= 15103.88 + 0.012558 GDP
J
 − 9.882313 P

PCMJ

  −3038.069 D9803
 QD

PC
 = QS

PC
 − XD

PC
 + MS

PC

깐밤수출가격과 일본의 깐밤수입가격과의 관계식
 P

PC
 = 3411.792 + 0.420020 (P

PCMJ
*J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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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의 타당성 검토

모델의 적합도는 과거 시계열자료의 관측치와 모델에

의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RMSPE(Root Mean Square

Percent Simulation Error), Error Index(EI)의 통계량을

가지고 판정하였다(Robinson, 1974; Fair, 1984). 즉, t연

도에 있어서의 추정치(estimate)를 Ys

t라 하고, 관측치

(actual value)를 Ya

t라 하면, Ys

t와 Ya

t에 대한 값이 t=1,

……, T의 기간동안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적

합도 판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MSPE는 해당 변수의 예측치와 관측치간의 밀접도를

추정하기 위해 상호비교 가능한 백분율단위로 전환한 것

으로 예측오차가 10% 미만의 값을 나타내면 적합한 것

으로 판정한다. EI는 전체 추정기간에 걸친 모델의 평균

적인 예측정도를 나타낸다. 

사후예측기간을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년간으로

하여 계산한 RMSPE, EI값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신규재배면적 및 폐기면적이 높은 RMSPE,

EI값을 나타내어 예측오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다른 모델

들은 예측오차가 10% 내외로 나타나 비교적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밤수급전망

1) 시나리오 구성 및 가정

수급전망시 수요량, 공급량, 수출량 등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외생변수에 대한 미래의 예측치가 필요하다. 외

생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변수의 미래 예측치는 국내외 기

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거나 현재의 추세대로 변화

하는 경우 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외생변수를 확정 사용하였다. 

국내 소득증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8~9%

의 실질성장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는 5% 전후의 실

질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국내 소득증가율은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만든 비전2030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

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4.9%, 2011년부

터 2020년까지는 4.3%내외의 실질 성장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구증가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를 이용하였다. 농촌평균임금 및 여성의 실질임금은 1990

년대 중반에 평균 1%의 증가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IMF

를 겪은 해에는 약간 하락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실질임

금은 외환위기 직후의 급등세와는 달리 IMF 이전 1990

년대 중반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추세식을 이용하여 실질임금을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환율(원/엔)은 IMF이전에는 100엔당 700~800원대를 유

지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1,100원대를 유지하다가 현재

는 900원대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현재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본 소득은 선진국의 평균 소

득증가율인 1.5%를 적용하였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05년도 단위생산량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생밤 수출량은 현재의 수출량을 반영하기 위해 추세

식을 이용하여 수출량을 가정하였다. 생밤수입량은 현재

최소시장접근물량 이내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

RMSPE
1

T
---

Y
s
t Y

a
t–

Y
a
t

--------------------
⎝ ⎠
⎜ ⎟
⎛ ⎞

2

t 1=

T

∑=

EI

 Y
a
t Y

s
t –

t 1=

T

∑

Y
a
t

t 1=

T

∑

---------------------------------- 100×=

표 2. 내생변수에 대한 RMSPE, EI값.

내생변수 RMSPE EI

총재배면적(TA) 0.9 6.7

신규재배면적(NEWA) 45.0 14.6

폐기면적(DAC) 80.2 42.8

국내생밤공급량(QS
FC

) 0.9 6.6

총생밤수요량(QD
FC

) 1.1 6.8

국내생밤수요량(QD
DFC

) 1.7 12.4

깐밤용생밤수요량(QD
DPC

) 1.2 7.3

국내생밤가격(P
FC

) 2.0 13.3

국내깐밤공급량(QS
PC

) 1.2 7.3

깐밤수출가격(P
PC

) 0.6 0.9

깐밤수출량(QX
PC

) 1.2 7.3

일본으로 깐밤수출량(QX
PCJ

) 1.5 8.1

일본내 한국산 깐밤수입가격(P
PCMJ

) 0.9 5.9

표 3. 장기 수급전망을 위한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외생변수 미래수준

단위면적당 생산량
(YD) 2005년 수준인 1.86톤/ha 유지

평균 실질임금(W)
Y = 10733 × ln(x) + 2972.2, R2 = 0.89
기간 : 1981-2005

여성실질임금(W
F
)
과거 추세 반영(평균 실질임금의 상승
률 적용)

수율(YR) 2005년 수준인 52% 유지

국민소득(GDP)
비젼 20~30 자료
(2005-2010: 4.9%, 2011-2020: 4.3%)

인구(POP) 통계청 자료

생밤수입량(MS
FC

)
과거 추세 반영
Y = 439.44 × (x) − 1139.8, R2 = 0.76
기간 : 1995-2005

생밤수출량(XD
FC

)
Y = 3420.6 × ln(x) − 3370.3, R2 = 0.39
기간 : 1988-2005

깐밤수입량(MS
PC

)
Y = 1001.5 × ln(x) − 1215.6, R2 = 0.34
기간 : 1988-2005

깐밤 기타국 수출량
(XD

PCOTH
) 과거 3년간의 평균(752)을 적용

일본소득(GDP
J
) 연간 1.5% 실질 성장률 적용

환율(JEX) 2005년 수준인 9.3원/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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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행율은 2000년 이전까지는 10% 미만이었으나 최

근에는 약 70%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

재의 수입량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수

입량을 가정하였다. 깐밤의 기타국 수출량은 많지 않아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출량인 752톤이 유지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깐밤 수입량은 2000년에 1,160

톤에서 2005년에는 3,978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수입량을

가정하였다.

2) 예측결과

표 4는 기본시나리오에 의한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국내 수요량은 2020년에 63,472톤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깐밤용 생밤수요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680톤으로 2005년에

비하여 약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깐밤 수

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 인건비의 상승으로 국내에서 가공하기보다

는 중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으

표 4. 생밤의 수급. (단위 : 톤)

구 분
관측치 예측치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수요

계 92,652 90,626 63,717 62,729 62,997 63,472

생밤용 64,891 64,993 58,629 59,337 60,936 62,792

깐밤용 27,761 25,633 5,088 3,392 2,061 680

수 출 1,101 2,285 14,188 15,027 15,700 16,262

수 입 98 67 1,459 2,122 2,785 3,448

공 급 93,655 92,844 76,447 75,634 75,912 76,286

표 5. 밤의 재배면적. (단위 : ha)

구 분
관측치 예측치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재배면적 78,916 67,893 41,046 40,610 40,759 40,959

신규면적 765 2,008 2,162 1,726 1,875 2,075

폐기면적 526 4,824 11,362 1,698 1,842 2,030

주 : 관측치의 폐기면적은 추청치임.

표 6. 밤의 실질가격. (단위 : 원/kg)

구 분
관측치 예측치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실질가격 1,447 1,407 698 972 1,251 1,589

주 : 실질가격은 1995년 불변가격임.

표 7. 주요 외생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외생변수 시나리오 2005 2010 2015 2020

평균임금 (원/일)
기 준 37,473 39,981 42,012 43,719

대 안 37,473 44,642 51,810 58,979

여성임금 (원/일)
기 준 30,315 32,343 33,986 35,367

대 안 30,315 36,114 41,913 47,712

인구 (천명)
기 준 48,138 48,875 49,277 49,326

대 안 48,138 49,399 50,392 51,384

수입량 (톤)
기 준 1,459 2,122 2,785 3,448

대 안 1,459 2,546 3,342 4,138

단수 (톤/ha)
기 준 1.86 1.86 1.86 1.86

대 안 2.05 2.05 2.05 2.05

관세율 (%)
기 준 219.4 219.4 219.4 219.4

대 안 219.4 187.4 55.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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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생밤공급량도 2010년에 75,634

톤, 2020년에 76,286톤으로 현재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에 총재배면적은 2005년에 비하여 0.2% 감소한

40,959ha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신규재배면

적은 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2005년 이후 매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표 5). 

국내 밤 가격은 2000년대 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밤 가

격은 2005년 kg당 698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

년에 1,589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표 6).

4. 주요 외생변수의 영향분석

1) 외생변수의 가정

단기소득임산물의 다른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질임금,

인구, 수입량 변화 등 5가지 대안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표 7). 즉, 밤의 수요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저출산 대비 인구

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김승권 등, 2003)”

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래인구의 최고점은 2030

년 전후의 5천만명~5천400만명 범위에서 유동적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합계출산율1)은 1990년의 1.59명에서

2002년 1.17명으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출생아수 역시

감소하여 1990년 659천명에서 2003년 493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2)에서는 2000년 이후

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직접적 출산율 조절정책(미혼자

대상의 결혼 및 가족의 가치증대, 기혼자 대상의 출산수

당 및 아동수당 도입)과 자녀양육 지원정책 강화(보육서

비스 내실화, 육아휴직제도 확대),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인구는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의 추진 성

과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 정

책 추진의 성과에 따라 금후 합계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국내 공급량 및 가격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질임금의 변화, 수입량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

정하였다. 실질임금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맞춰 급속하

게 인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인상폭이 크게 둔화되

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질임금이 예전의 인상폭과 비

슷하게 상승할 경우에 국내 단기소득임산물의 공급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질임금이 현재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설정하였다. 또, WTO 및 FTA 협상이 전세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입개방의 물결에 따

라 많은 부분에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앞으로 단기소득임산물의 국내 수입량이 기본시나리

오보다 20%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기술수준의 변화와 새로운 품종의 개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변화할 것

이다. 밤의 경우 2005년 기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86

톤/ha이었으나 앞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기술개발 등

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10% 증가한 2.05톤/ha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WTO/DD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세감축률에 있어서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

택하고 구간수를 4개로 하여 상위구간일수록 감축률을

크게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에 대한 기준

관세의 관세구간별로 가장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여 2014

년 최종관세율을 구한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

안 균등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매년 3.7%P씩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결과

주요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실질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가격은

감소하다가 2020년에 상승하는 반면에 수요는 증가하다

2020년에 감소하며 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준시나리오에 비해 깐밤용 생밤수요량과 신규재배면적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에

깐밤용 생밤수요량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50.3% 감소

하고 2020년에는 전혀 수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앞

으로 깐밤의 수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고 2020년에 신규 재배면적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3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밤 가격의 경우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2010년에는 2.3% 감소, 2020년에는

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것은 깐밤용 생밤수

요량이 감소함으로서 깐밤이 수출되지 않아 가격이 약간

하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구증가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깐밤용 생밤수요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생밤수요량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에 수요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밤의 가격은 기

준시나리오에 비해 2010년에 0.7%, 2020년에 0.6%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밤 수요량은 기준시나리오에 비

해 2010년에 0.7%, 2020년에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1)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한명이 평생의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2)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ㆍ육아비용을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보 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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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국내 생밤 공급량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2020년에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 전체 밤 면

적과 신규 재배면적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각각 0.3%,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밤 가격은 기준시나리

오에 비해 2010년에 12.1%, 2020년에 7.4% 하락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다섯째, 관세율 하락에 따라 국내 밤 가격은 기준시나

리오에 비해 2020년에 57.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 전체 밤 면적과 신규 재배면적은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각각 1.8%, 34.6%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그러나 국내 수요량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2010

년에 9.6%, 2020년에 8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 론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가 국내 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밤시장과 깐밤시장을

상호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시장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장

기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외생변수 즉, 임금, 인

구, 수입량, 단위생산량 및 관세율의 변화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거의 추세 및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때 국

내 밤 생산량은 2010년 75,634톤, 2020년에 76,286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깐

밤용 생밤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680

톤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깐밤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 생밤소비량은 2010년에

62,729톤에서 2020년에는 63,472톤으로 현재 수준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생밤가격은 국내 소

비량 증대로 인하여 2010년에는 약 1,000원대에서 2020

년에는 1,589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깐밤

수출가격은 현재 수준보다 상승하여 2020년에는 6,535원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각 시장이 상호 수직적으

로 연결되고 수급량 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부분균형

모델이므로 교역국간의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효과를 측

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있을 WTO 농

업협상의 피해예측 뿐만아니라 합리적인 산림정책수립

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주요 내생변수의 대안시나리오별 영향 분석표.

구분 연도
기준
시나리오

기준시나리오 대비 증감율(%)

실질임금
상 승

인구증가
수입량
증 가

단위생산량
증가

관세율하락

생 밤
수 요
(톤)

2005 58,629 0.0 0.0 0.0 0.0 0.0

2010 59,337 2.1 0.1 0.7 11.7 9.6

2015 60,936 1.9 0.2 0.8 11.4 62.2

2020 62,792 -1.1 0.3 1.0 11.1 85.4

깐밤용
생밤수요

(톤)

2005 5,088 0.0 0.0 0.0 0.0 0.0

2010 3,392 -50.3 -1.0 0.7 12.4 10.2

2015 2,061 - -3.6 1.5 20.3 110.5

2020 680 - -20.6 5.6 61.8 473.5

생 밤
공 급
(톤)

2005 76,447 0.0 0.0 0.0 0.0 0.0

2010 75,634 -0.6 0.0 0.0 9.7 0.0

2015 75,912 -1.2 0.0 0.0 9.7 -1.0

2020 76,286 -1.8 0.1 0.0 9.7 -1.8

전 체
밤면적

(ha)

2005 41,046 0.0 0.0 0.0 0.0 0.0

2010 40,610 -0.6 0.0 0.0 -0.3 0.0

2015 40,759 -1.2 0.0 0.0 -0.3 -1.0

2020 40,959 -1.8 0.1 0.0 -0.3 -1.8

신규면적
(ha)

2005 2,162 0.0 0.0 0.0 0.0 0.0

2010 1,726 -13.7 0.3 -0.3 -6.3 0.0

2015 1,875 -26.7 0.7 -0.4 -5.7 -22.1

2020 2,075 -35.5 1.4 -0.4 -5.1 -34.6

밤가격
(원/kg)

2005 698 0.0 0.0 0.0 0.0 0.0

2010 972 -2.3 1.0 -0.7 -12.1 -10.1

2015 1,251 -1.5 1.8 -0.6 -9.4 -51.3

2020 1,589 0.8 2.5 -0.6 -7.4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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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된 모델의 내생변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사후예측을 실시한

결과 신규재배면적 및 폐기면적의 예측정확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수입물

량이나 수출되는 물량을 외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앞으

로 수출입 되는 물량을 적절히 예측할 수 없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함수의 보완 및 모형화

등 예측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모델개선에 관한 연

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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