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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향후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밤나무 재배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밤 생산량에 대한 생산 조절이 필요함에 따

라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상기준 및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밤나무 주산단지인 경남·전남·충남지역의 밤나무 재배농가(총 133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참여의향,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 그리고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밤나무 노령목 벌채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밤나무 노령목 폐원

희망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였다. 폐원 시 작업공정은 ha당 하루에 벌목

및 조제를 하는데 1인이 30본을 시행하고, 포크레인 상하차(작업로 개설포함)로 5대, 상하차 보조 인력이 2인, 1톤트

럭이 6.94대 사용되었다. 폐원 시 경관용이나 환경보전용으로 조림할 경우 밤나무 노령목 정비 사업비와 3년간 순소

득감소분에 대해 지원한다.

Abstract: There is the need of regulating chestnut production because of being expected with chestnut trees

cultivation farmhouses to be in a difficult situation by means of FTA negotiation promotion hereafter in Korea.

And this study is aim to establish compensation criteria and plan for depreciation of income of farmers who

take part in chestnut production regulation. We surveyed one hundred and thirty three among chestnut trees

cultivation farmhouses in chief producing districts Kyung-nam, Jeon-nam and Chung-nam in Korea.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study showed compensation criteria and plans for depreciation of income for farmers's

participate in chestnut production regulation and showed criteria for closing chestnut old tree orchard and

working process of cutting chestnut old tree. Procedures in closing chestnut old tree orchard in a day per hecta

were felling operation and crude manufacture of thirty trees per one man, five forklains in loading and

unloading chestnut log from a truck and building of workroad, the two number of assistance persons in loading

and unloading chestnut log from a truck, the 6.94 trucks in carrying chestnut log. After farmers close chestnut

trees orchard, government cost of old trees cuts and net income decrease for 3 years in case of planting trees

for landscape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Key words : chestnut production, FTA negotiation promotion, compensation criteria, chestnut production regulation

서 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은 농산물 교역

의 완전자유화, 시장을 왜곡하는 국내보조금의 삭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GATT 체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

았던 농업분야는 자유무역의 흐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상

태에서 WTO 체제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인 대외

개방과 수매제도, 가격안정제도, 투입재보조 등 국내보조

감축·철폐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내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WTO 협상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그 대책의 일환

으로서 직접지불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직접지불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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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가격 개입적인 정책에 대한 반성과 농업의 외

부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개발 보급되어 오던 것이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주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

한 것은 WTO 농업협정이 국내농업지원정책을 감축대상

과 감축면제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수의 직접지불제를 감

축면제대상으로 분류하면서부터이다. 즉, 시장원리의 관

철을 요구하는 WTO 체제하에서도 농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상자로 인식되기 때문이

다(이명헌, 2000). 이에 따라 1995년에 제정된「세계무역

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부는 농림수산

업의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직접지불제(제11조 2항)를 강구

하도록 정하였다(법제처, 2007). 이후 생산자 소득 보호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제(1997), 친환경농업직불제(1999), 쌀

생산조정제(2003), 조건불리지역직불제(2004), 친환경축

산직불제(2004), 경관보전직불제(2005), 환경친화형양식

어업직불제(2005) 등 임업분야를 제외한 농축수산분야에

서는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 단기소득임산물 작목인 밤

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밤 수입은 1995년 타결된 UR협상에 의해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되었고, 그 이전에는

수입제한 품목이었기 때문에 전혀 수입되지 않았다. 1995

년부터 생밤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2000년 들어 증가 추세

에 있고, 깐밤의 수입량은 소량으로 그 비중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반면, 냉동밤은 1999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면

서 2000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밤 수입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밤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이 중국으

로부터 밤 수입을 늘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

하는 생 밤량이 2002년도 503.9톤에서 2005년 214.6톤으

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1). 밤 수출 감소 물량이 국내 밤

공급으로 이어져 밤 가격하락을 유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밤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

내 밤 생산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산조절로 인한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방안의 일환으로서 밤 생산조절 직

접지불제(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어야 한

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선창 등, 2005; 정병헌 등, 2006). 특

히, 향후 한·중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

터의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내 밤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 밤 생산은 물론

고용 및 소득 감소 등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에 많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밤나

무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밤 생산량 조절 즉 국내 밤나무 재배면적을 적정하

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밤 생산량 조절에 참여하

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유지를 위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한편, 그 동안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농업부

문을 중심으로 국내의 직접지불제 도입 가능성 및 필요성

(이정환 등, 1995; 박진도, 1999: 이규천, 1999; 황연수,

1999), 도입방안 및 전개방향(서종혁 등, 1996; 김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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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임산물수출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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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세부실행 방안(박동규 등, 2000; 오내원 등 2002),

영향분석(오내원과 김배성, 2005)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다양

한 직접지불제가 정책화된 프로그램으로 입안되기에 이

르렀다. 임업분야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경일(2004)과 장

철수 등(2005)이 임업부문의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제(친환경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

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본 연

구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생

산조절 직접지불제)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밤나무

재배농가 즉 밤나무 노령목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소득감소분의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서 직

접지불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일반적으로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

목적,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급조건, 지급단가 등의 다양

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역시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가 향후 본

제도의 시행 및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제도시행을 위한 지급단가와 보상금지급 기준 마련이다.

즉 밤나무 노령목 폐원을 희망하는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순소득액 지원과 함께 보상비로서 밤나무 노

령목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급액이다. 따라서 우

선 평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순소득액 산정에 필요한

밤나무 수령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을 마

련하고 다음으로는 밤나무 노령목 정비사업 공정 기준 마

련이 필요하다.

2. 연구 방법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및 보상제도가 시

행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지불제와 보상제도의 시행에는

정책목표,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급조건, 지급단가 등의

중요한 요소들이 명확히 마련되어 이를 근거로 직접지불

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실시 사례로서 본 제도의 도입목적과 비

슷한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사례 현황을 간략

하게 살펴보고 또한, 한·칠레 FTA 협정이행으로 인한 국

내 시설포도정비사업 등을 조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는데 참고하였다. 

그러므로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상기준, 지급

조건, 지급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가 선행되

어야 한다. 그래서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가 도입될 경

우 이에 대한 제도 참여 여부와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6월 1일~6월 30일

까지 남부지방 주산단지인 경남 진주(31호)·산청(16호),

전남 구례(15호), 중부지방 주산단지인 충남 공주(23호)·

청양(19호)·부여(29호) 등 총 133호의 밤나무 재배농가

를 직접 현지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짧

은 조사기간(약 현지방문조사1달)에 133가구를 일일이 방

문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농번기에 농촌의

농가를 조사자 한 명당 하루에 2~3가구 정도 밖에 할 수 없

다. 그래서 방문지역의 한국 밤 재배자협회 지부장님의 협

조로 그 지역의 밤나무 재배자들을 마을회관이나 산림조

합회의실 등에 모이도록 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항목마

다 설명을 하여 적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후 문제점

이 발견된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3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직접지불제

인식 및 참여 여부,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실시에 따른

보상기준에 필요한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등

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하기 위해 경남 산청지역에서 밤나무 노령목 36본을 벌

채 하면서 밤나무 노령목 벌채작업공정을 조사하였다.

3. 밤나무 재배 보상기준 가정

각 주산지별 밤나무 재배농가 총 133호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재배규모, 연령층, 재배규모별 밤나무 경영여건 등

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따른다. 따

라서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보상기준을 제

시하기 위해 조사·분석 결과 가장 일반적인 밤나무 재배

경영 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가정을 두

기로 한다.

첫째, 밤나무 식재 후 재배기간을 30년으로 한다.

둘째, 밤 가격을 밤 수확 후 즉시 농협에 판매하는 가격

을 적용한다.

셋째, 재배자의 연령에 따라 작업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한다.

넷째, 밤 생산조절 대상목이 노령목이므로 비용을 산출

하기 위한 작업종은 수확, 비료살포, 하예작업, 수형조절

등 4개의 작업종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즉 밤나무 조성

은 식재 첫해의 공정이고, 간벌은 8년생, 15년생 때 두 번

실시하고, 고사목제거는 6년생부터 10년생까지만 실시한

다. 또한 보식은 2년차부터 수령 10년차 까지만 실시되는

것으로 하여 4개의 작업종은 제외한다. 그리고 농약살포

는 항공방제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공방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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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제재료비에서 계상한다.

다섯째, 밤 수확시의 포대나 차량유류대 등 작업공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대비용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비

용에 계산하지 않는다.

결과 및 고찰

1.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례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요소들

을 마련해야 하는데 본 제도의 도입목적과 비슷한 구조조

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사례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경영이양 직불

제(1997년 도입)의 경우 고령농업인의 조기은퇴 유도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 산업의 구조개선을 도모

하기 위하여 63~69세의 고령농업인(70~72세는 2006년까

지 한시적으로 1회 일시지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경작규

모 2ha 이상 5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도(2,896천원/ha)하거

나 5년 이상 임대(2,977천원/ha)이양하는 경우 2ha까지를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생산조정제(2003

년 도입)는 2004년 쌀재협상시 입지강화 및 국내 쌀 수급

균형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2002년 논벼를 재배했던 농지

에 벼 또는 상업적 작물재배를 중단한 농가를 대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300만원/ha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접지불제 지원사례인 FTA특별법에 의한 과수폐원지

원사업(2004년 도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에 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순소득액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

설포도, 키위, 복숭아 품목을 대상으로 순수입액의 3년분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천원/10a, 북숭아

3,3316천원/10/a)을 일시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폐원

후 5년 동안 폐원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폐원 토지를 농

업목적 이외에 사용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농림

수산식품부, 2008). FTA 특별법에 의한 과수폐원지원사업

의 사례로 시설포도재배폐원에 따른 지원현황을 살펴보

면 (표 2)와 같다.

2.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참여 여부 및 작목전환 선

호 현황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에

앞서 농업관련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밤나무 재배농가들

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또한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

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제도 참여 여부는 어느 정도

인지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단, 우리나라 밤

나무 재배는 1970년대부터 산림청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적극 권장하면서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지만 지역적

인 시차를 갖고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밤나무의 재

배면적, 노령화 정도, 밤 생산량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부지방 주산단지(경남, 전남)의 경우 밤나무의 심화

된 노령화로 인해 밤 생산량이 정체·감소하고 있는 반

면, 중부지방 주산단지(충북, 충남)는 1990년대 이후 지속

적인 신규 밤나무 재배자의 발생으로 밤나무 재매면적의

증가와 활발한 밤나무 재배 활동으로 밤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부지방 주산단지와 중

부지방 주산단지로 구분하여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1) 응답자의 연령구성

일반농업과 마찬가지로 밤나무 재배에 있어서도 연령

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밤나무 재배농가의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노동집약도 등 경영지표에서 차

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각 지역별 밤나무 재배농가의 연령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부지방 주산단지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49명으로 응답

자의 79.1%를 차지하였고, 중부지방 주산단지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25명으로 전체 3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중부지방 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농가의 연령층이

남부지방 주산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부지방 주산단지가 남부지방 주산단지에 비

해 밤나무 재배를 시작한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다(표 3).

즉, 최수임 등(2006)의 밤나무 재배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표 2. FTA특별법에 의한 시설포도 폐원 지원 현황.

구 분 시설포도 폐원 지원사업(충남도 원예특작담당)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FTA특별법)

보상기준 및 단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되는 과수품목별표준소득기준에 의거 3년간 평균소득액 보상
−생산비단가 : 농림부 단가산정심의위원에서 제시된 자료 이용(2004년도에 심의위원회 설치)
− 10a(300평)기준 10,444천원

대상과원
−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농가 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농
가, 과수원 여건상 경제성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정비

제외과원 −과수목의 수령이 낮거나 경쟁력이 있는 과수원은 제외

폐원 후 조건 −폐원 후 5년간 동일 과수목 재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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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밤나무 평균수령은 전남이 32년

생, 경남이 27년생, 전북이 22년생, 충북이 17년생, 충남

이 16년생으로 남부지방 주산단지(전남, 경남)가 중부지

방 주산단지(충북, 충남)보다 밤나무 수령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더 노령화되어 있었다.

2) 직접지불제 인지 여부

직접지불제에 대한 인지정도를 설문한 결과, 남부지방

주산단지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8.8%, “아주

잘 알고 있다”가 16.1%로 약 64.5%가 직접지불제를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 주산단지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7.9%, “아주 잘 알고 있다”가

33.8%로 약 81.7%가 직접지불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중

부지방 주산단지의 재배농가가 남부지방 주산단지 재배

농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접지불제의 인지정도가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부지방 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농

가들의 연령층이 남부지방 주산단지보다 낮아서 정부지

원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전체적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인지정도는

“아주 잘 알고 있다”가 25.6%,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48.1%로 전체의 73.7%가 직접지불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4).

이와 같이 밤나무 재배농가들의 직접지불제의 인식이

높은 이유는 밤나무뿐만 아니라 타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

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참여 여부 및 폐원규모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남부지방 주산단지

의 경우 “어느 정도 있다”가 0.3%, “있다”가 67.7%로 약

68.0%가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 주산단지는 “어느 정도 있다”

가 18.3%, “있다”가 76.1%로 약 94.4%가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전체적으로도 83.5%가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에 참

여할 높은 의사를 나타냈는데 이는 많은 밤나무 재배농

가의 경우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역시 쌀소득보전직

불제와 같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수

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실제 밤나무 재배지

를 폐원해야만 지원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한편,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의 경우 밤나무 재배지를

폐원해야만 직접지불금을 수혜할 수 있다. 따라서 밤나무

생산농가에게 폐원할 규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남부지

방 주산단지의 경우 “노령목 재배지만 폐원”이 30.7%,

“완전폐원”이 16.1%로 약 46.8%가 실제적으로 폐원하겠

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 주산단지는

“노령목 재배지만 폐원”이 42.5%, “완전폐원”이 5.6%로

약 48.1%가 실제적으로 폐원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6). 남부지방 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농가

들이 중부지방 주산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밤나무를 완전

히 폐원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부지방 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농가의 연령층이 고령

표 3. 밤나무 재배농가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무응답

지 역 

남 부
지 방

62
(100.0)

1
(1.6)

3
(4.8)

4
(6.5)

27
(43.6)

22
(35.5)

5
(8.1)

중 부
지 방

71
(100.0)

3
(4.2)

14
(19.7)

27
(38.0)

20
(28.2)

5
(7.0)

2
(2.8)

계
133

(100.0)
4

(0.3)
17

(12.8)
31

(23.3)
47

(35.3)
27

(20.3)
7

(0.5)

주 : ( )는 비율을 의미함.

표 4. 직접지불제 인지정도.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아주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 봤지만
 이해는 못한다

전혀 들어 본적
 없다

무응답

지 역

남 부
지 방

62
(100)

10
(16.1)

30
(48.4)

3
(4.8)

15
(4.8)

4
(25.8)

중 부
지 방

71
(100)

24
(33.8)

34
(47.9)

4
(5.6)

7
(4.2)

2
(8.5)

합 계
133

(100)
34

(25.6)
64

(48.1)
7

(5.3)
22

(16.5)
6

(4.5)

주 : ( )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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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폐

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직접지불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막상 폐원에 대

해서는 꺼리는 경향뿐만 아니라 폐원 후 마땅한 대체작목

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직불제 보상을 위한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

공정

직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

는데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의 산출은 필수적

이다. 즉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과 작업공정을 산정하여 마

련해 놓으면 실시 기준시점의 밤 가격이나 인건비 그리고

투입재료비 등을 적용하면 된다. 밤나무 재배농가 총 133

호에 대해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과 작업공정을 조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밤나무 생산농가 총 133호 및 각 지역별 선도농가를 대

상으로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

과, 밤나무는 식재 후 3년생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출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밤나무

수령은 5~6년생 정도이고, 최대 결실 시기는 10년생부터

18년생까지로 매년 3,000 kg/ha 생산되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되어 30년생 때는 1,800 kg/ha정도가 생산되

표 5.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참여 여부.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고려해 보겠다 없다 무응답

지역

남 부
지 방

62
(100)

42
(67.7)

2
(0.3)

3
(0.5)

2
(0.2)

13
(21.0)

중 부
지 방

71
(100)

54
(76.1)

13
(18.3)

1
(1.4)

2
(2.8)

1
(1.4)

합 계
133

(100)
96

(72.2)
15

(11.3)
4

(0.3)
4

(0.3)
14

(10.5)

주 : ( )는 비율을 의미함.

표 6. 폐원 규모정도.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완전폐원 노령목만 폐원 폐원하지 않음 무응답

지 역

남 부
지 방

62
(100)

10
(16.1)

19
(30.7)

17
(27.4)

16
(25.8)

중 부
지 방

71
(100)

4
(5.6)

30
(42.5)

33
(46.5)

4
(5.6)

합 계
133

(100)
14

(10.5)
49

(36.8)
50

(37.6)
20

(15.0)

주 : ( )는 비율을 의미함.

표 7. 밤나무 수령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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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수확시기 : 3년생 110 kg/ha
 − 4~9년생 : 매년 전년도 생산량의 약 1.5~2배 증가
 − 최대수확기 : 10~18년생(8~14년생 : 300본, 15~30년생 : 250본으로 가정)
 − 10~18년생일 때 ha당 3,000 kg 생산
 − 19년생부터 점차 감소하여 30년생 때는 1,800 kg/ha 생산

주 : 6개 지역(진주, 산청, 구례, 청양, 부여, 공주 등 총 133농가)의 조사평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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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2) 작업종별 노동력 투입

밤나무 재배에 있어 노동력이 투입되는 작업종은 크게

수확, 비료살포, 하예작업, 수형조절, 간벌, 밤나무 조성,

보식, 고사목제거 등 8개 작업종으로 구분되지만, 분석가

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작업종만을 산출하였다.

밤 수확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공정은 남자인부만 사용하

는 것으로 하였다. 밤 수확에 들어가는 노동력은 최대 수

확기인 10년생부터 18년생까지 1 ha에 3,000 kg을 수확하

는 것으로 하였다. 여자는 하루 150 kg정도 밤을 줍는 것

으로 하였으며, 남자는 포장이나 운반 등 무거운 포대를

운반하기 위해 2명의 남자인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

다. 그리고 밤나무 묘목 식재 후 수령별로 밤나무의 크기

에 따라 비료살포 양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력

에 차등을 두었다. 밤나무 묘목 식재 후 약 5년까지는 풀

이 잘 자라기 때문에 하예작업을 남자 3명이 연간 2회를

실시하고 6년생 이후부터는 밤나무 수간이 울폐해져 풀이

잘 자라지 않아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형조

절은 밤나무 수령별 잔존본수를 고려하여 매년 동일한 노

동력이 필요 하는 것으로 하였다(표 8). 

3) 작업종별 제재료 투입량

작업종별로 투입되는 제재료비는 비료살포, 농약살포,

수형조절, 간식비 등 4개의 작업종으로 구분하여 산출하

였다. 비료는 유기질과 무기질로 각각 나누어 각 수령별

살포하는 양을 산출하여 산정하였으며, 농약살포의 경우

조사대상 농가의 약 80%가 항공살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살포 시의 비용을 계상하였다. 최대 수확기인

10년생부터 18년생까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간식비용을 간과할 수 없어 남녀 공히 동일한 간식비가

드는 것으로 산정하였다(표 9).

3. 밤나무 노령목 제거에 들어가는 보상비용을 산정하

기 위한 작업공정 

폐원(노령목 제거)을 통한 밤나무 재배의 적정면적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폐원에 참여하는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

해 일정기간 동안의 순소득액과 함께 보상비 즉 밤나무

노령목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표 8. 작업종별 노동력 투입.

작 업 종 공 정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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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살포

− 30포대(1포×20)/1인/1일 살포 
·1~3년생 : 남자 0.67인
·4~7년생 : 남자 1.67인
·8~14년생 : 남자 2.50인
·15년생 이상 : 남자 2.08인

하예작업
− 1~5년생 : 남자 3명/ha이 년 2회 실시
− 6년생 : 남자 3명/ha이 년 1회 실시

수형조절 − 3년생 이상 : 매년 3명/ha

표 9. 작업종별 제재료 투입량.

작업종 제재료 투입량

비료살포

− 비료 살포량(유기질, 무기질)
 ·1~3년생 : 각각 1포/본(ha당 400 kg(20포대))
 ·4~7년생 : 각각 2.5포/본(ha당 1,000 kg(50포대))
 ·8년생 이상 : 각각 5포/본(8~14년생(300본 : 75포, 15년생(250본 : 62.5포))

  ※고사한 자리에 대부분 계속 고사하는 경향이 많아 보식에 따른 구별 없이 식재년도를 기준으로 수령
별로 공정 적용

농약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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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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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제재료비 중에서 경운기 사용, 유류대(면세유) 등에 대한 비용은 무시할 정도의 비용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음. 창고사용 등
은 밤 수확 후 곧바로 농협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제재료비에 포함하지 않았음. 농약살포는 항공방제가 80%
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공방제에 대한 비용을 계상함

표 10. 밤나무 노령목 제거 시 투입되는 노동력(8시간/1일 기준).

구 분
특수인부

(명)
보통인부

(명)
본/일 본/대

운 반
횟 수

노령목
제 거

벌목 및 조제(기계톱) 1 2 30 - -

포크레인이용 상차(작업로 개설 포함) - 2 - 50 -

트럭(1톤) 운반 - - - 3 12

주: ha당 250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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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밤나무 노령목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

기 위해 경남 산청지역에서 밤나무 노령목 벌목 및 조제

에 대해 기계톱사용 인부 1인, 보조인력 2인을 1조로 하

여 공정을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36본을 벌채하면서

1본당 벌목 및 조제시간을 측정하여 평균한 결과 1본당

약 7분 47초정도가 소요되었다. 36본 중 차이가 많이 나

는 자료는 평균을 구하는 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

동시간을 감안하여 본당 약 12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

였다. 점심시간 1시간, 간식은 오전 및 오후 각각 30분씩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하루 실질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계

산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약 30본 정도 벌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루 1 ha에 포크레인이 작업로 개설을 하면서 상

하차하는데 약 5대 정도가 사용되었다. 상하차하는데 보

조 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것으로 하였다. 차량운반은 1톤

트럭 기준으로 1대에 3본 싣고 12번 운반하는 것으로 하

였다(표 10).

한편, 2006년도 현지단비를 기준으로 하여 밤나무 노령

목 제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면 식 (1)~(4)

와 같이 총 4,778,880원/ha(1,826,000원/ha + 2,000,000원/

ha + 120,000원/ha + 832,800원/ha)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벌목 및 조제비용 : 30본(1인(특수) × 100,000원

+2인 (보통) × 60,000원)/일/ha × 8.3일/ha

 = 1,826,000원/ha (1)

·포크레인 상하차(작업로 개설포함) : 5대/ha 

× 400,000원/대 = 2,000,000원/ha (2)

·상하차보조 인원 : 2인/ha × 60,000원/인

= 120,000원/ha (3)

·1톤 트럭 1일 임차비 : 120,000원/대 × 6.94대/ha

= 832,800원/ha (4)

4.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FTA특별법에 의한 시설포도재배폐원

에 따른 직불제 도입 사례와 밤나무재배농가의 현지 밤나

무 재배경영실태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밤 생산조절 직

접지불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근거와 기준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8조(수입자

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

구조개선 촉진)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FTA 특별법)에 의한다. 

둘째, 밤나무 폐원 후 5년간 밤나무를 재배하지 못 하며

만약 밤나무를 재배할 경우 또는 임업목적이외에 사용 시

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그리고 밤나무를 폐원하여 직불

제 지원금을 받은 재배자가 5년 후 여건에 따라 직불제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불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밤

나무 재배자는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밤나무를 재

배하든지 다른 생산 작목으로 전환한다. 폐원시 보상금 및

직불제 지원금은 밤나무 노령목 정비 사업비와 수령별 생

산량에 의거 3년간 발생할 순소득감소분을 일시에 지원한

다. 경관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림은 보상금이외에 경관

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림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셋째,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고령화된 밤나무 재배자

및 밤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기인 20년 이상 된 노령목을

원칙적으로 정비대상으로 한다. 차후에 고령자 및 수령이

오래된 순서대로 정비한다. 

넷째, 신규조성 및 수령 20년 이하의 밤나무 재배지, 품

종갱신 밤나무 재배지, FTA 체결 3년 전부터 관리되지 않

은 밤나무 재배지, 기업소유 밤나무 재배지는 제외한다.

다섯째, 보상금 지원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수령별 밤 생

산량 및 작업종별 공정에 있어서 밤나무 재배기간은 30년

으로 하고, 폐원시 노령목의 수령별 수확량 및 작업공정

을 적용하여 3년간 순수익액을 계산한다. 30년생 이상일

경우는 30년생으로 동일하게 계상한다. 

여섯째, 사업시행기간은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

발표 후 5년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연장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일곱째, 본 제도의 시행방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

림사업시행지침서(2권)에 의한다. 폐원대상농가에 대해서

향후 밤나무과원정비시행 각서를 받고 별도로 대장을 관

리한다.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필지별로 사진을 첨부(전,

중, 후)하고 정비(폐원)완료 확인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결 론

향후 한중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밤 수입량이 계

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내 밤 가격의 하

락으로 국내 밤 생산은 물론 고용 및 소득감소 등 국내 밤

나무 재배농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시

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밤 생산량 조절 즉 국내

밤나무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밤나무 주산단지인 충

남·경남·전남지역의 밤나무 재배농가(총 133호)를 대

상으로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참여 의향,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 그리고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밤나무 노령목 벌

채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밤

나무 노령목 폐원 희망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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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가 도입될 경우 참여할 의

사가 있는 밤나무 재배농가 비율은 전체 83.5%로 높은 참

여의사를 나타냈는데 이는 본 제도가 밤나무 재배지를 폐

원해야만 지원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면 직접

지불금을 수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향후 본 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홍보를 통해 특히 밤나무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 주산단지의 고령자이면서 노령

목을 소유하고 있는 재배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

겠다.

둘째, 밤나무 노령목 폐원을 희망하는 생산농가에 대해

서 일정기간 동안의 순소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기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제

도실시 시점에서 밤 판매가격, 현지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자료만 파악되면 쉽게 순 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밤나무 노령목을 제거하는데 따른 보상비 차원

의 비용 역시 작업공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도 제도의

실시시점에서의 비용을 적용하면 보상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2006년도 현지단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

보상비는 총 4,778,880원/ha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의 도입에 따른 시행방안

은 먼저 폐원 희망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및 밤나무 20

년생 이상 노령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직접지불금

의 산출은 “폐원면적 × 수령별 3년간 순수익금/ha”과 함

께 폐원에 따른 폐원정비 비용인 “노령목 제거비용/

ha(4,778,880원/ha)”이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재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8조(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

책)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 촉진)와 자

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약칭 : FTA 특별법) 등의 근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 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

에 우리나라의 밤나무 재배면적 및 밤 생산량, 외국으로

부터의 밤 수입량, 국내 장기 밤 생산량 및 밤나무 재배자

의 경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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