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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즘과 같은 시장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밤 판매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밤 가격대별 밤나

무 재배 경영 분석을 실시하여 밤나무 재배자들이나 밤나무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밤나무 재배에 대한 경

영실태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남 진주ㆍ산청, 전남 구례,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등 6개 지역의 133가구

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밤 판매 가격별 그리고 수령별로 조수익, 소득 그리고 순수익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1,000원일 경우 밤나무가 9년생일 때부터 소득이 발생되

고 순수익은 10년생부터 발생되었다가 28년생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1,500원일 경우 밤나무가

7년생일 때 소득이 발생하였고 순수익은 밤나무 9년생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2,000원

일 경우는 밤나무 6년생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7년생 때부터 발생되었다. 밤나무 재배 시 수령별 외부노동

비와 자재비를 제시하여 경영비를 산출 하였다. 즉 외부노동비를 구하기 위한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작업공정을 보

면 밤 수확 시 최고 성수기인 10년부터 18년생까지 ha당 3,000 kg을 수확할 때 남자 2명, 여자 20명이 소요되었다.

자재비로는 비료값, 농약값, 묘목값 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give management state information about changes of income and net profit due to

the fluctuations of chestnut prices to someone who will manage a chestnut orchard or has been managing a

chestnut orchard in the market opening time. This study, hence, evaluated 133 households who manage a

chestnut orchard at Jin-ju, San-cheoung in Gyeong-nam, Gu-rae in Jeon-nam, Gong-ju, Bu-yeo, and Cheoung-

yang in Chung-nam. This study analyzed three scenarios by chestnut prices and by tree ages to provide

informations for working expenses, production cost, income and net income to cultivators. In case of chestnut

of one thousand won, the income of chestnut trees generated from nine ages and the net income is obtained

from ten ages and turned into deficit from twenty-eight ages. In case of chestnut of one thousand and five

hundred won, the income of chestnut trees generated from seven ages and the net income is obtained from nine

ages. In case of chestnut of two thousand won, the income of chestnut trees generated from six ages and the

net income is obtained seven nine ages. We calculated out labor costs and material cost and figured out

management cost by tree ages. Namely two man and twenty woman are employed in harvesting 3,000 kg by

hectare from ten till eighteen ages maximum harvesting seasons. Material cost is fertilizer cost, agricultural

chemicals cost and seeding cost.

Key words : management state, working expenses, production cost, income, net income, chestnut trees

서 론

밤나무는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력이 높고 과실

이 영양가가 풍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소득 임

산물 작목으로써 그 동안 농가의 소득증대 및 수출에 크

게 기여해 왔다.

생밤의 수출은 1990년대 들어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이

시작되면서 수출량이 1990년 387톤에서 2006년에는

13,299톤으로 물량면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액으로 볼

때는 전체 수출액 대비 약 8.8%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수

출국을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량 중 36%, 미국으로의 수출이 46%를 차지하였고,

중국 수출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중국 수출

이 94.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수출이 4.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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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출이 0.6%를 차지하였다(표 1).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중국의 국내소비가 증가한 원인 보다는 중국의 값싸고 풍

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깐밤으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재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밤을 둘러

싼 여러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향후 한ㆍ중 FTA

협상 추진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밤나무 재배

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남부지방 밤 주산단지(전남, 경

남)는 밤나무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재배면적도 감소되고

있는 반면, 중부지방 밤 주산단지(충남)는 신규조림면적

의 증가로 밤나무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재배지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밤나무

재배지역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저수고 전정법 등 밤

나무 재배기술의 발달로 밤나무 단위면적당 결실량의 증

대와 밤나무 재배 수령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밤 가격은 출하시기인 9~10월에 농협에 밤 수매를 위해

홍수출하를 하기 때문에 최저점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로 매월 상승하여 익년 8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밤 관련 여건변화와 다양

한 밤 가격의 변화에 따라 밤나무 재배자들에게 밤나무

수령별 재배에 대한 소득과 순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근

거자료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밤나무 재배의 소득과 순

수익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비 및 생산비 등의 경영실태에

표 1. 우리나라 생밤 수출 동향. (단위: 톤, 천달러)

년도
계 일본 미국 중국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0  387 963 140  313  177  479 - - 70 171

1991  356  1,046  60  206  224  659 - - 72 181

1992  463  1,362 161  484  221  666  - - 81 212

1993  686  2,120 383 1,200  153  475  126 398 24  47

1994 1,589  4,713 263 1,026  271  970  999  2,565 56 152

1995 1,101  3,806 334 1,632  218  772  549  1,400  -  2

1996 2,101  5,383 296  933  240  800 1,534  3,567 31  83

1997 1,727  3,901 157  667  539 1,325  983  1,767 48 142

1998 2,112  3,796 215  479 1,274 2,621  557 544 66 142

1999 2,245  4,355 247  769  924 2,188 1,035  1,299 39  99

2000 2,285  4,765 182  648  754 2,495 1,342  1,614  7  8

2001 4,651  7,300 234  661 1,515 3,526 2,855  2,987 47 126

2002 5,889 11,111 504 2,033  751 2,073 4,591  6,896 43 109

2003 8,726 21,271 250  803  166  631 8,303 19,810  7  27

2004 13,813 23,815 169 529 717 1,739 12,840 21,296 87 251

2005 14,188 23,402 215 598 721 1,989 13,198 20,652 54 163

2006 13,299 21,210 81 227 606 1,647 12,611 19,330 1 6

자료: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2007).

표 2. 지역별 밤나무 조림면적 추이.  (단위 : ha, 천본)

구분
계 충 남 전 남 경 남 기 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1981 1,836 738 222 92 315 126 409 165 890 355

1985 1,557 622 248 99 363 145 345 138 601 240

1990 928 373 178 71 65 26 272 109 413 167

1995 765 306 118 47 201 81 279 111 167 67

2000 2,008 817 790 790 414 167 408 163 396 163

2001 2,091 868 828 828 417 167 419 167 427 203

2002 2,591 1,302 1,367 1,367 584 234 269 108 371 143

2003 2,309 924 1,280 1,280 283 113 588 235 158 63

2004 2,735 1,107 1,607 1,607 - - 723 289 405 169

2005 1,209 487 845 340 - - - - 364 147

2006 746 300 502 201 108 43 - - 136 56

자료 : 산림청 조림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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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밤나무 재배에 관한 경제성 분석을 한 연

구를 보면 밤나무 수령이 9~16년생의 52가구를 대상으

로 조수입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2개 그룹으로 나누

어 경영성과 분석(김사일과 주린원, 1987)을 하였으며, 밤

나무 재배 수령별 구분 없이 재배규모별로 평균생산량, 조

수입, 경영비, 소득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김재성과 김

의경, 1999). 최근에는 지역별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생

산량,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등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진 바 있다(최수임외 3인, 2006). 이러한 연구들은 밤

나무 재배 수령별 수확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분

석을 하였기 때문에 수령별 경제성 분석이나 투자기간 동

안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밤나무 재배 수령별 경영분석 및 투자기간 동안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전남 광양군을 사례연구로 밤나무

재배 기간을 25년으로 하여 밤나무 재배 규모별로 경제성

분석을 한 바 있다(박용배, 1985). 그런데 20~30년 전에 비

해 밤나무 재배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단위면적당 밤

생산량의 증가와 재배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밤나무 재배

에 관한 투자 및 경영실태의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최근에 밤나무 재배기간을 30년으로 하여 밤나

무 재배 투자 수익성 분석을 하였다(박용배,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즘과 같은 시장개방화시대

를 맞이하여 밤 판매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밤 가격대별

밤나무 재배 경영 분석을 실시하여 밤나무 재배자들이나

밤나무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밤나무 재배에 대

한 밤나무 수령별 경영비와 생산비에 따른 소득과 순수익

의 경영실태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지역 및 조사 방법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을 파악하기 위

해 2007년 6월 1일~6월 30일까지 남부지방 주산단지인 경

남 진주(31호)ㆍ산청(16호), 전남 구례(15호), 중부지방 주

산단지인 충남 공주(23호)ㆍ청양(19호)ㆍ부여(29호) 등 총

133호의 밤나무 재배농가를 직접 현지 방문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후 문제점이 발견된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3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보완조사를 실시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과 경

영비 및 생산비인데 경영비로는 외부노동비, 자재비, 유통

비를 조사하였다. 생산비에 포함되는 자가노동비와 자급

비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밤나무 재배 경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순수익을 구하기 위한 경영비 및 생산비에 대한

개념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영비는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생산비는 순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비는 자재비, 유통비, 인건비(외부노동) 등 경영에 필

요한 것들을 외부경제에서 구입한 비용이다. 생산비는 경

영비 개념에다 자가노동비, 자급비 등 내부경제, 즉 자신

이 투자하고 노력한 것들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본

밤나무재배의 경영비는 외부노동비와 자재비로 나누고 외

부노동비에는 밤나무조성, 간벌, 고사목제거, 작업로개설

등의 작업공정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작업 특성상 외부의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재비로는 비료값,

농약값, 묘목값을 포함하였다. 자가노동비는 비료살포, 하

예작업, 수형조절, 보식 등의 작업공정을 포함하였는데 이

는 작업 특성상 외부노동을 고용하지 않고 자가노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급비로는 자신이 투

자한 것으로 하는 자가토지를 자급비로 분류하였다.

3. 밤나무 재배 경영 분석 시 가정

이러한 경영비, 생산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

역별 밤나무 재배 조사대상 총 농가 133가구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재배규모, 재배자 연령층, 재배규모별 밤나

무 경영여건 등에 의해 경영비 및 생산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제한 요인이 따른다. 조사항목 중에서 자가

노동으로 밤나무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영규모가 얼마인

가 하는 설문에 조사대상자들의 95%가 3~4 ha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조사분석 결과

가장 일반적인 자가노동으로 할 수 있는 밤나무 재배경

영 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가정을 두기

로 한다. 

첫째, 밤나무 식재 후 재배기간을 30년으로 한다.

둘째, 재배자들의 연령에 따라 노동력의 편차가 심하므

로 밤 재배자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하여 재배자의 연령에

따라 작업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한다.

셋째, 임지를 밤나무로 조성할 경우 조성 당시의 임지

는 용재림으로써 목상들이 벌채해 가는 것으로 하고, 밤

나무 식재이전의 조성비용은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넷째, 인건비 및 자재비 가격은 2006년도의 가격을 적

용한다. 

다섯째, 밤나무 재배의 경영규모에 따라 저온저장고시

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재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방식의 경우까지 산출하려고 하면 복잡하므

로 경영비 및 생산비 산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밤 수확

후 즉시 수확한 밤을 농협에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여섯째, 밤 수확시의 포대나 차량유류대 등 아래 작업

공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대비용은 아주 미미하기 때

문에 비용에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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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밤나무 수령별 밤 생산량

밤나무 재배 조사 결과 적정 재배기간이 약 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을 보면 식

재 후 3년생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시

장에 출하하여 수익을 볼 수 있는 년도는 5~6년생부터이

고, 최대 결실 시기는 10년생부터 18년생까지로 매년 3,000

kg/ha 생산되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되어 30년생

때는 1,800 kg/ha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작업종별 노동력 투입

본 연구에서 소득과 순수익을 구하기 위해 경영비와 생

산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업여건상 외부노동을

고용하여야 하는 작업은 밤 수확, 밤나무 조성, 고사목제

거, 간벌, 작업로 개설 등으로 5개 작업으로 구분하였다.

표 3. 밤나무 수령별 밤 생산량.  (단위: kg/ha)

수 령 1 2 3 4 5 6 7 8 9 10

생산량 0 0 110 200 300 500 900 1,400 2,300 3,000

수 령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생산량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950 2,900

수 령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생산량 2,850 2,800 2,700 2,600 2,500 2,350 2,200 2,050 1,900 1,800

수령별 
생산량

−첫수확시기 : 3년생 110 kg/ha
− 4~9년생 : 매년 전년도 생산량의 약 1.5~2배 증가
−최대수확기 : 10~18년생(8~14년생: 300본, 15~30년생: 250본으로 가정)
·10~18년생일때 ha당 3,000 kg 생산

−생산량감소 : 19년생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
− 30년생 때는 1,800 kg/ha 생산

주 : 6개 지역(진주, 산청, 구례, 청양, 부여, 공주 등 총 133농가)의 조사평균에 의함

표 4. 작업종별 노동력 투입.

작업종 공 정 내 역

외부노동

수 확
−남자 2명(포장 등 운반 : 1,500 kg/인)
−여자 20명(수확 : 150 kg/인)

밤나무조성
−밤나무 조성 식재본수 : 400본/ha
−식재 구덩이파기 + 묘목식재 = 150본/남자1인/일
− 400본/ha : 남자2.67인/일(400본 식재하는데 하루에 남자2.67인)

작업로개설
−작업로 개설 :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밤나무작업로 시설단비 적용 : 3백만원/km)
· ha당 330 m 개설 적용

간 벌

− 8년생 : 100본/ha
· 기계톱 1인, 보조 4인 : 50본/일

− 15년생 : 50본/ha (15년생 때 250본 잔존)
· 8년생 때와 동일하게 작업공정 적용

고사목제거
− 6년차부터 10년생까지 매년 5%(20본씩 고사)
· 간벌 공정 적용 : 0.4×(특수인부1인 + 보통인부4인)/ha

간 식 −남녀 구별 없이 총인원에 당해 현지 1인당 간식비 곱하여 계산

자가노동

비료살포
− 30포대(1포×20 kg)/1인/ha 
· 1~3년생 : 남자 0.67인/ha  · 4~7년생 : 남자 1.67인/ha
· 8~14년생 : 남자 2.50인/ha   · 15년생이상 : 남자 2.08인/ha

하예작업
− 1~5년생 : 남자3인/ha이 년 2회 실시
− 6년생 : 남자3인/ha이 년 1회 실시

수형조절 − 3년생 이상 : 매년 남자 3인/ha

보 식
− 2년차부터 실시 : 매년 식재본수의 5% 보식 (약 95%정도 생존)
−식재 구덩이파기 + 묘목식재 = 70본/남자 1인/ha
− 20본/ha : 남자0.29인/ha

간 식 −남녀 구별 없이 총인원에 당해 현지 1인당 간식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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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작업로 개설은 기계로 대체된 비용을 산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가노동을 할 수 있는 작업은 비료살포, 하

예작업, 수형조절, 보식 등 4개 작업으로 구분하여 작업종

별 공정을 산출하였다. 밤 수확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작

업공정은 남자인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밤 수확에

들어가는 노동력은 최대 수확기인 10년생부터 18년생까

지 1 ha에 3,000 kg을 수확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자는 하

루 150 kg/인 정도 밤을 줍는 것으로 하였으며, 남자는 포

장이나 운반 등 무거운 포대를 나르기 위해 2명의 남자인

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밤나무 묘목 식재

후 수령별로 밤나무의 크기에 따라 비료살포 양에서 차이

가 나기 때문에 노동력에 차등을 두었다. 밤나무 묘목 식

재 후 약 5년까지는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하예작업을 남

자 3명이 연간 2회를 실시하고 6년생 이후부터는 밤나무

수간이 울폐해져 풀이 잘 자라지 않아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형조절은 밤나무 수령별 ha당 잔존본수

를 고려하여 매년 동일한 노동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였

다. 간벌은 기계톱을 사용하는 인부 1명에 임내정리 보조

인력으로 4명이 한조가 되는 것으로 하였다. 1 ha를 기준

으로 8년생 때 약 100본을 간벌하고, 15년생 때 50본을 간

벌하여 최종 250본을 잔존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밤나무

식재본수는 식재 당시 ha당 4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

고 남자인부 1명이 하루에 식재구덩이를 파면서 묘목식재

를 하는 것으로 하여 하루 150본을 심는 것으로 하였다.

밤나무 보식은 2년차부터 실시하는데 매년 약 5%가 고사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2년생부터 5년생까지는 고사

목 제거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작업공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6년생부터는 고사목이 크기 때문에 간벌 공정을

적용하였다. 보식은 거리이동 등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남자 1명이 구덩이를 파면서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

여 하루에 ha당 7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였다(표 4). 

3. 작업종별 자재비

작업종별로 투입되는 자재비로는 비료값, 농약값, 묘목

값 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비료값으로는 유기질과 무기

질로 각 각 나누어 각 수령별로 밤나무에 살포하는 양을

산출하여 산정하였으며, 농약값은 조사대상 농가의 약 80%

가 항공살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살포 시의 비

용을 계상하였다. 묘목값은 밤나무 조성시에 드는 비용과

보식 때 드는 비용으로 나뉘어 지는데 밤나무 조성시의

비용은 ha당 묘목을 400본 식재하는 것으로 기준하여 산

정하였고, 보식은 2년차부터 수령10년차 까지 매년 처음

밤나무 조성시의 식재본수의 약 5%정도씩 고사하는 것으

로 계산하여 20본씩 보식하는 것으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

였다(표 5).

4. 밤나무 재배 경영실태 분석

1) 밤나무 수령별 수확량 및 노동력, 자재비 투입비용

분석

본 연구에서 소득과 순수익을 구하기 위해 경영비와 생

산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경영비는 자재비, 유통비, 인건

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외부경제에

서 구입한 비용이다. 경영비를 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비와

자재비 및 유통비를 구하여야 한다. 생산비는 경영비에 자

가노동비와 자급비를 포함하여 구한다. 경영비에 포함되

는 외부노동비의 작업종은 다음과 같다. 즉 작업여건상 외

부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작업은 밤 수확, 밤나무 조성,

고사목제거, 간벌, 작업로 개설 등으로 5개 작업으로 구분

하였다. 여기서 작업로 개설은 기계로 대체된 비용으로 산

출 하였다. 그리고 생산비에 포함되는 자가노동비의 작업

표 5. 자재비 투입량.

구 분 자재비 투입량

비 료

−비료 살포량(유기질, 무기질)
·1~3년생 : 각각 1 kg/본(ha당 400 kg(20포대)
·4~7년생 : 각각 2.5 kg/본(ha당 1,000 kg(50포대)
·8년생 이상 : 각각 5 kg/본(8~14년생(300본 : 75포, 15년생(250본 : 62.5포))
※ 고사한 자리에 대부분 계속 고사하는 경향이 많아 보식에 따른 구별 없이 식재년도를 기준으로 수령별
로 공정 적용)

농 약

−항공방제 살포
·5년생부터 년 2회(5년생부터 밤 시장에 판매할 정도로 생산되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하기 시작함)
·년 2회실시 : 16,000원(개인부담은 ha당 8,000원/회)
·농약대는 지자체에서 보조, 헬기는 산림청에서 제공
 ※ 80%가 항공방제에 의존하며, 20%는 자가방제 실시

조성묘목 −밤나무 조성 식재본수 : 400본/ha

보 식
− 2년차부터 실시
·매년 식재본수의 5% 보식(약 95%정도 생존) : 20본/ha

주 : 자재비 중에서 경운기 사용, 유류대(면세유) 등에 대한 비용은 무시할 정도의 비용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음. 창고사용 등은
밤 수확 후 곧바로 농협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음. 농약살포는 항공방제가 80%를 차지
하기 때문에 항공방제에 대한 비용을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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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비료살포, 하예작업, 수형조절, 보식 등 4개 작업으

로 구분하여 작업종별 공정을 산출하였다. 최대 수확기인

10년생부터 18년생까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간식비용을 간과할 수 없어 남녀 공히 동일한 간식비가

드는 것으로 외부노동비와 자가노동비에 산정하였다. 여

기서 유통비는 분석가정에서 수확 후 바로 인근 농협에

판매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운반비 즉 유류대(면세

유) 등에 대한 비용은 무시할 정도의 비용이므로 본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밤나무 재배 시 초기에 첫 해 경영비로 밤나무 조성시

의 인건비와 작업로 개설비 그리고 비료값과 묘목값이 들

어간다. 또한 생산비에 포함되는 자가노동으로 해결되는

비료살포비와 하예작업비가 들어간다. 밤나무 재배 초기

5년까지는 주로 비료살포, 하예작업 그리고 보식의 자가

노동비가 들어간다. 밤나무 식재 후 이듬해부터 밤나무가

고사하기 시작하는데 5년생까지는 밤나무가 어려서 자가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밤을 시장에 내다 파는 시기는

주로 5~6년생부터 인데, 이때부터 수확할 때 외부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그 이전에는 자가노동으로 밤 수확을 할

수 있지만 편의상 고용노동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그리고

5~6년생부터 밤나무에 농약도 살포하게 되고 나무가 성

숙하게 자랐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고사목제거 작업으로

외부인력을 사용하게 된다. 주로 밤나무는 식재 후 10년

까지 거의 일정량이 고사해 나가며 그 이후로는 거의 고

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은 8년생 때와 15년생

때 두 번 이루어지는데 밤나무가 크기 때문에 외부노동력

을 사용하게 된다. 즉 간벌로 8년생 때 ha당 100본 그리고

15년생 때 약 50본이 벌채된다. 그런데 15년생 때 ha당 50

본이 벌채되지만 다음해 수관의 확장으로 밤 생산량은 ha

당 3,000 kg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밤나무는 재

배자들 마다 재배기술의 차이나 토지 및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사 대상인 밤나무 재배자들이 단택, 축파 등

다수확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최대 성

수기인 10년생부터 18년생까지가 ha당 3,000 kg이 생산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여 30년생

이후로는 노령화되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부터 밤나무가 거의 다자라는 8~9년생까지 크기에 따

라 비료량을 달리하여 비료살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

표 6. 수령별 밤나무재배경영실태(밤 판매가격 1,500원/kg).  (단위: 천원)

수 령 1 2 3 4 5 6 7 8 9 10

생산량(kg) 0 0 110 200 300 500 900 1,400 2,300 3,000

조수익 ⓞ 0 0 165 300 450 750 1,350 2,100 3,450 4,500

생
산
비
①

경
영
비
②

외
부
노
동
비
⑤

수 확 0 0 26 48 72 120 216 336 552 720

밤나무조성 160 - - - - - - - - -

간 벌 - - - - - - - 680 - -

고사목제거 - - - - - 136 136 136 136 136

작업로개설 600 - - - - - - - - -

간식비 7 - 2 4 6 14 22 56 47 60

소 계 767 0 28 52 78 270 374 1,208 735 916

자
재
비
⑥

비료값 240 240 240 600 600 600 600 900 900 900

농약값 - - - - 16 16 16 16 16 16

묘목값 80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소 계 1,040 280 280 640 656 656 656 956 956 956

계②(⑤+⑥) 1,807 280 308 692 734 926 1,030 2,164 1,691 1,872

자
가
노
동
비
③

비료살포 80 80 8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하예작업 360 360 360 360 360 180 180 180 180 180

수형조절 0 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보 식 0 17 17 17 17 17 17 17 17 17

간식비 18 19 27 32 32 24 24 28 28 28

소 계 458 476 664 789 789 601 601 705 705 705

자급비④토 지 0 0 0 0 0 130 130 130 130 130

계⑦(③+④) 458 476 664 789 789 731 731 835 835 835

합 계①(②+⑦) 2,265 756 972 1,481 1,523 1,657 1,761 2,999 2,526 2,707

소 득(ⓞ−②) -1,807 -280 -143 -392 -284 -176 320 -64 1,759 2,628

순수익(ⓞ−①) -2,265 -756 -807 -1,181 -1,073 -907 -411 -899 924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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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수 령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생산량(kg)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950 2,900

조수익 ⓞ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425 4,350

생
산
비
①

경
영
비
②

외
부
노
동
비
⑤

수 확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08 696

밤나무조성 - - - - - - - - - -

간 벌 - - - - 340 - - - - -

고사목제거 - - - - - - - - - -

작업로개설 - - - - - - - - - -

간식비 55 55 55 55 68 55 55 55 54 53

소 계 775 775 775 775 1,128 775 775 775 762 749

자
재
비
⑥

비료값 900 900 900 900 750 750 750 750 750 750

농약값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묘목값 - - - - - - - - - -

소 계 916 916 916 910 766 766 766 766 766 766

계②(⑤+⑥) 1,691 1,691 1,691 1,691 1,894 1,541 1,541 1,541 1,528 1,515

자
가
노
동
비
③

비료살포 300 300 300 300 250 250 250 250 250 250

하예작업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수형조절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보 식 0 0 0 0 0 0 0 0 0 0

간식비 28 28 28 28 25 25 25 25 25 25

소 계 688 688 688 688 635 635 635 635 635 635

자급비④토 지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계⑦(③+④) 818 818 818 818 765 765 765 765 765 765

합 계①(②+⑦) 2,509 2,509 2,509 2,509 2,659 2,306 2,306 2,306 2,293 2,280

소 득(ⓞ−②) 2,809 2,809 2,809 2,809 2,606 2,959 2,959 2,959 2,897 2,835

순수익(ⓞ−①) 1,991 1,991 1,991 1,991 1,841 2,194 2,194 2,194 2,132 2,070

표 6. 계속.

수 령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생산량(kg) 2,850 2,800 2,700 2,600 2,500 2,350 2,200 2,050 1,900 1,800

조수익 ⓞ 4,275 4,200 4,050 3,900 3,750 3,525 3,300 3,075 2,850 2,700

생
산
비
①

경
영
비
②

외부
노동
비
⑤

수 확 684 672 648 624 600 564 528 492 456 432

밤나무조성 - - - - - - - - - -

간 벌 - - - - - - - - - -

고사목제거 - - - - - - - - - -

작업로개설 - - - - - - - - - -

간식비 52 51 50 48 46 43 40 38 35 33

소 계 736 723 698 672 646 607 568 530 491 465

자재
비
⑥

비료값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농약값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묘목값 - - - - - - - - - -

소 계 766 766 766 766 766 766 766 766 766 766

계②(⑤+⑥) 1,502 1,489 1,464 1,438 1,412 1,373 1,334 1,296 1,257 1,231

자
가
노
동
비
③

비료살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하예작업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수형조절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보 식 0 0 0 0 0 0 0 0 0 0

간식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소 계 635 635 635 635 635 635 635 635 635 635

자급비④ 토 지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계⑦(③+④) 765 765 765 765 765 765 765 765 765 765

합 계①(②+⑦) 2,267 2,254 2,229 2,203 2,177 2,138 2,099 2,061 2,022 1,996

소 득(ⓞ−②) 2,773 2,711 2,586 2,462 2,338 2,152 1,966 1,779 1,593 1,469

순수익(ⓞ−①) 2,008 1,946 1,821 1,697 1,573 1,387 1,201 1,014 828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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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일정량의 비료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조

절은 3년부터 이루어지는데 거의 일정량의 자가노동이 들

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비로 토지의 경우 6년부터

임차비로 계산하였다. 6년부터 토지값을 계산한 이유는

대부분 5년까지는 밤을 자가소비하고 6년부터 밤을 시장

에 팔아 수익을 내기 때문에 6년부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2) 밤나무 수령별 및 밤 가격별 조수익, 소득 및 순수익

분석현황

최근 3~4년 전에는 밤 가격이 kg당 1,500원에서 2,000

원정도로 판매되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밤 수매가격

이 kg당 1,200원에 농협에 수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현지 조사결과 지역에 따라 kg당 밤 판매가격이 다르

게 나타났다. 남부지역은 밤나무가 노령화되어 밤이 중부

지역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중부지역의 밤이 남부지역에

비해 100~150원 정도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래서 밤 판매 가격별로 조수익, 소득 그리고 순수익

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밤 판매가격이

1,000원/kg과 2,000원/kg도 동일한 산출방식으로 3가지 시

나리오 별로 분석하였다. 표 7과 같이 밤 판매가격이 1,000

원/kg일 경우 밤나무가 9년생일 때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10년생부터 발생되었다가 28년생부터 적자로 전

환되었다. 밤 판매가격이 1,500원/kg일 경우 밤나무가 7년

생일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가 8년생 때 적자로 전환되었

다가 다시 9년생부터 소득이 발생되었는데, 밤나무 8년생

때 적자로 나타난 것은 간벌을 실시하기 때문에 간벌비용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순수익은 밤나무 9년생 때부

터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판매가격이 2,000원/kg

일 경우는 밤나무 6년생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7

년생 때부터 발생되었다. 8년생 때 간벌작업으로 인해 순

수익에서 적자를 나타내었다가 9년생 때부터는 흑자로 다

시 돌아섰다(표 7). 

결 론

지금까지의 밤나무 재배에 관한 연구들이 수령별 수확

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수

령별 경영비나 생산비가 얼마정도 되고 또한 소득이 얼마

이며 순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즉 밤나무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초기비용이 얼마

정도 되고 몇 년생부터 소득이나 순수익이 발생하는지 또

한 밤나무 성수기를 지나 수령이 몇 년생부터 소득이나

순수익이 적자로 전환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표 7. 밤 판매가격별 및 밤나무 수령별 조수익, 소득 및 순수익 실태. (단위: 천원)

        수 령 1 2 3 4 5 6 7 8 9 10

생산량(kg) 0 0 110 200 300 500 900 1,400 2,300 3,000

1,000원/kg

조수익 0 0 110 200 300 500 900 1,400 2,300 3,000

소 득 -1,807 -280 -198 -492 -434 -426 -130 -764 609 1,128

순수익 -2,265 -756 -862 -1,281 -1,223 -1,157 -861 -1,599 -226 293

1,500원/kg

조수익 0 0 165 300 450 750 1,350 2,100 3,450 4,500

소 득 -1,807 -280 -143 -392 -284 -176 320 -64 1,759 2,628

순수익 -2,265 -756 -807 -1,181 -1,073 -907 -411 -899 924 1,793

2,000원/kg

조수익 0 0 220 400 600 1,000 1,800 2,800 4,600 6,000

소 득 -1,807 -280 -88 -292 -134 74 770 636 2,909 4,128

순수익 -2,265 -756 -752 -1,081 -923 -657 39 -199 2,074 3,293

표 7. 계속.

          수 령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생산량(kg)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950 2,900

1,000원/kg

조수익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950 2,900

소 득 1,309 1,309 1,309 1,309 1,106 1,459 1,459 1,459 1,422 1,385

순수익 491 491 491 491 341 694 694 694 657 620

1,500원/kg

조수익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425 4,350

소 득 2,809 2,809 2,809 2,809 2,606 2,959 2,959 2,959 2,897 2,835

순수익 1,991 1,991 1,991 1,991 1,841 2,194 2,194 2,194 2,132 2,070

2,000원/kg

조수익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5,900 5,800

소 득 4,309 4,309 4,309 4,309 4,106 4,459 4,459 4,459 4,372 4,285

순수익 3,491 3,491 3,491 3,491 3,341 3,694 3,694 3,694 3,607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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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국내외 밤 관련 여건변

화에 따른 다양한 밤 가격의 변화에 따라 밤나무 재배자

들에게 새로운 밤나무 재배 경영실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밤나무 수령별 재배에 대한 경영비 및 생산비 그리

고 소득과 순수익 등의 경영실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밤 판매가격대별 밤나무 수령별로 소득과 순수익

을 제시하여 몇 년부터 소득과 순수익이 발생되며 그리고

노령목이 되었을 때 몇 년생부터 소득과 순수익이 감소하

는지를 제시하였다. 즉 밤 판매 가격별로 조수익, 소득 그

리고 순수익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밤 판매가격별 1,000

원/kg, 1,500원/kg 그리고 2,000원/kg로 3가지 시나리오 별

로 분석하였다. 밤 판매가격이 2,000원/kg일 경우 밤나무

6년생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7년생 때부터 발생

되었다. 8년생 때 간벌작업으로 인해 순수익에서 적자를

나타내었다가 9년생 때부터는 흑자로 다시 돌아섰다.

둘째, 밤나무 재배 시 수령별 경영비를 산출하기 위한

외부노동비와 자재비를 제시하였다. 즉 외부노동비를 구

하기 위한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작업공정을 보면 밤 수확

시 최고 성수기인 10년부터 18년생까지 ha당 3,000 kg을

수확할 때 남자 2명, 여자 20명이 소요되었고, 밤나무조성

시 ha당 400본 식재하는데 남자가 하루에 2.76명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은 밤나무 수령이 8년생 때와

15년생 때 공히 남자5명이 ha당 50본을 벌채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사목제거에서도 6년차부터 10년생까지 간

벌공정을 적용하여 고용인력을 산출하였다. 또한 자재비

를 구하기 위한 작업별 자재량을 보면 비료살포의 경우

유기질 및 무기질 공히 1~3년생 때 각 각 ha당 400 kg이

사용되었고, 4~7년생일 때 ha당 1,000 kg이 사용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8년생 때부터 간벌에 의해 수령별로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ha당 1,250~1,500 kg이 사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산비 산출을 위해 경영비뿐만 아니라 자가노동

비도 산출하였다. 자가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비

료살포, 하예작업, 수형조절 그리고 보식 등이 있는데 비

료살포의 경우 ha당 1~3년생일 경우 남자 0.67명, 4~7년

생일 경우 남자 1.67명, 8~14년생일 경우 남자 2.5명, 15년

생 이상일 경우 남자 2.08명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예작업일 경우 밤나무 수령이 1~5년생 때 년 2회 실시

하는 것으로 하여 1회 실시 때 ha당 남자가 3명이 소요되

고, 6년생 때부터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ha당 남

자 3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요즘과 같은 시장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밤나무를 재배하거나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게는 밤 생산시스템과 밤나무 재배 경영분석 자료가 제

공됨으로써 밤나무 재배경영을 판단하는데 많은 지침이

될 수가 있고, 밤나무 재배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관계자

들에게는 좋은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한편 밤나무 재배와 적정 밤 판매가격을 유지시키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밤나무 품종의 선택과 밤 수매단계에

서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밤나무 현지 조사 시

많은 재배면적이 다품종이며 당도가 낮은 축파, 단택 등

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향후 밤나무를 신규 조림할 경우에

는 결실량은 적지만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대체하여 밤

소비층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밤 수확기에 국내

의 몇몇의 대형 밤 유통업체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밤 수매를 함으로써 밤나무 재배농가가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동체 단위로

저온 저장고 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밤 출하량의 조절을

통해 밤 생산농가가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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