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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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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이 산지유통인에 의존하는 예전 방식 그대로이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많은 단

계를 거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많이 있어왔지만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이 소비자에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

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

춤형 산림정책을 고안하고, 이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밤, 대

추, 떫은감, 표고버섯, 산채 등 5개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지, 중간, 소비지 유통경로를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

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유통

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산림조합의 임산물 유통 역할확대, 상품화 및 가치 제고, 그리고 유

통센터 업그레이드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marketing system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has been criticized as it mainly depends upon

private local dealers, having too many step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we believe, which makes it less

efficient. Meanwhile, there were only a few empirical studies of how they are delivered to consumers. In order

to devise and implement targeted forest policies efficiently, it is quit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

channel of them.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channel of chestnut, bitter persimmon, oak mushroom, and wild

greens by data analysis, field and phone survey, and then drew an implication for improving the marketing

system. First of all, the number of middle step has to be reduced and the direct transaction has to be expended.

In addition, we need to have more active involvement of Forest cooperative in production sites, adding values

by processing, and the upgrade of current marketing centers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which have been

launched since 2004 by Korea Forest Service. 

Key words: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ing, distribution channel, forest products marketing centers 

서 론

임산물 생산이 부업적인 체제에서 전업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생산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통

은 예전방식 그대로 산지유통인에 의해 조방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임산물은 생산자로부터 수집상, 도·소매상

등 4~6단계를 거쳐 유통됨으로써 중간단계가 복잡하고 유

통비용이 높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단기소득 임산물이 주

로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가격 결정 기능이 취약

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Chong et al.,

2013; Kim et al., 2000). 

정부는 임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임

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임산물산지종

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현재는 누적 사업장이 전국

에 86개소에 달하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품목별 생산

량 대비 취급량은 농업과 비교할 때 많이 낮은 수준이다

(Lee et al., 2012). 

따라서,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조사·분석을 통하여, 현

재 임산물 유통경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도출하여 임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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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체계 및 현황과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Chung(1988)의 연구에서는 주요 임산물에

대한 등급 분류 및 거래 단위의 개선을 통한 유통질서 확

립과 유통구조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00)

은 생산자 단체나 지역조합의 산지유통시설이 취약하여

직거래 및 공동 출하 비율이 낮고, 등급 및 포장의 규격화

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의 사용도 매우 뒤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출하

단계에서부터 등급 및 포장규격을 통일하여, 지역표시제

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지유통체계의 확립이 시급하

다고 제안하였다. Yoon(2005)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자를 중심으로 기존 농산물 유통과 동일선상에서 단

기소득 임산물을 취급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매성향보다는 생산자의 여건에 맞는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농산물과 단기소득 임산

물의 차별성이 소비자에게 뚜렷하게 인식되지 못한 상황

에서 농산물에 대한 소비 형태를 단기소득 임산물에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소비 형태를 조사하여

기존에 연구된 생산자 중심의 단기소득임산물 유통활성

화 방안이 아닌 소비자의 성향과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소비자 구매형태에 따른 유통구조 활성화방안을 제시하

였다. Kim et al.(2009)은 친환경임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

단지화를 통한 유통규모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

야 하고, 이를 통해 상품성제고(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등)

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물류비용 절약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필

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Jung et al.(2004)은 단기소득임

산물의 국내 수급현황, 유통구조 및 마진 분석을 통하여

밤, 대추, 표고버섯 등의 평균 유통마진율이 40~60%로 농

산물의 평균 유통마진율 43.7%(2003)보다 높으며, 그 원

인은 접근성의 불량, 산지유통시설의 부족 등으로 제시하

였다. 또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유통정보의 내실화,

직거래 기반확충,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브랜드화, 차별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Chong et al.(2013)은 단

기소득임산물의 유통경로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

며, 중간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유통비용이 높고, 계절성

이 강하며, 원물형태로 대부분 유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

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망 품목의 선정 및 육성, 산지 생산조직 육성, 거점임산

물유통센터 건립 및 확충,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차

별화, 지속적인 임가 교육 및 설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임산물유통과 관련하여 생산자 단계에서

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생산자에서 소비자까

지 전체 유통경로가 조사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임산물 유통경로의 조사는 임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맞

춤형 정책을 고안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가의 임업소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밤,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산채 등 5개 주

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자 단계, 중간유통 단계, 소비

자 단계까지의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유

통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경로와 문제점

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자단계에서 출하경로 및 비율, 유

통의 문제점, 중간유통단계에서의 구입비율 및 판매비율,

유통의 문제점, 소비자단계에서의 구매처 및 비율 등에 관

한 설문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용한 통계와 단

계별 조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계자료 이용: 임산물생산통계(산림청), 임산물 취급

32개 공영도매시장 반입출량 자료(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생산자단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550가구 전화조

사, 생산 및 출하현황, 유통의 문제점

−중간유통 단계: 반입량, 구입경로 및 판매경로, 방문

면접조사

·산지유통센터 및 영농조합: 정안밤영농조합, 부여

밤영농조합, 횡성 더덕연합영농조합, 부여 청정유통

영농조합, 청양 청흥버섯 영농조합, 정남진장흥표고,

부농표고, 지리산할매고사리, 매전 감가공연합회,

임당 대추농장, 네이처팜, 한국대추영농조합

·농협: 공주정안, 산청, 남해창선, 부여규암, 청양정

산, 남원산내, 정남진장흥, 압량, 자인

·산림조합: 순천, 하동, 부여

·시장: 중부시장(신광상회, 합신상회), 경동시장(경원

상회, 봉명상회, 해성상회, 동북상회), 가락시장(동

부팜청과)

−소비자 단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업관측 품목별

소비자 패널조사치(인터넷), 품목별 구매처 및 비율

생산자 단계의 출하경로 조사는 2014년 6월 18~7월 9

일에 걸쳐 전문조사 기관인 메가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

되었으며 임업관측 표본임가 및 지역 추천임가 550가구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품목별로는 밤 160가구, 생대추

15가구, 건대추 45가구, 떫은감 190가구, 생표고 48가구,

건표고 32가구, 더덕 30가구, 고사리 3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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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유통 단계 조사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특

성상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대추(경북 76.5%), 떫은감(경북

56.9%), 밤(충남 47.7%), 생표고(충남 43.3) 등을 중심으로

주요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를 면담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1) 밤

밤의 최근 3년(2011~2013년) 평균 생산량은 63,705톤이

며, 이중 최대 주산지는 부여로 평균 12,577톤을 생산하여

전체의 19.7%를 차지하였으며, 공주 10,676톤(16.8%), 청

양 4,798톤(7.5%), 충주 4,107톤(6.4%), 하동 3,978톤

(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충남지역 생산

량이 30,384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7.7%를 차지하여 주

산지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밤의 주요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약 57%가 지역농협에

판매되고, 다시 산지유통인(44.7%), 대형유통업체(29%)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위탁상은 경동시장, 중부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

로부터 전체물량의 35%가량을 위탁받아 소매시장 및 재

래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유통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

매비율을 보면, 직거래 비율이 10%, 소매상 및 재래시장

30%, 대형유통업체 29%, 지역농협 8.5%, 영농조합 4.2%

로 나타났으며, 13.1% 정도는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Figure 1).

반면, 최대주산지인 부여 밤의 유통경로는 크게 농협

50%, 영농조합법인 30%, 산지유통인 15%, 산림조합 5%

등 4가지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밤의 유통경로보

다 영농조합의 유통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Figure 2).

2) 대추

대추의 최근 3년(2011~2013년) 평균 생산량은 9,528톤

이며, 이중 최대 주산지는 경산으로 평균 3,802톤으로 전

체의 39.9%를 차지하였으며, 군위 1,644톤(17.3%), 청도

1,107톤(11.6%), 보은 968톤(10.2%), 밀양 748톤(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경북지역 생산량이 7,288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6.5%를 차지하여 주산지 집중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건대추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산지에서 건

대추의 84%가 산지유통인에게 판매되고, 이후 소비지위탁

상(67.2%)을 통해 재래시장(39.8%), 대형유통업체(35.3%),

가공업체(10.9%) 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의 경우 주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건

대추를 구매하고 있으며, 11% 정도는 직거래를 통해 건대

추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3). 

Table 1. Chestnut production (2011~2013, Average). unit: ton, %

Area 2013 2012 2011 Average Percent 

City·county

Buyeo 15,543 12,233 9,954 12,577 19.7

Gongju 12,178 9,429 10,420 10,676 16.8

Cheongyang 3,993 5,384 5,018 4,798 7.5

Chungju 3,146 5,381 3,795 4,107 6.4

Hadong 4,232 3,014 4,686 3,978 6.2

Subtotal 39,093 35,441 33,874 36,136 56.7

Chungnam 33,689 29,589 27,873 30,384 47.7

Total 64,184 62,345 64,586 63,705 -

Source: Korea Forest Service (2011~2013). Non-timber Forest Product Production Survey.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1.  Chestnut distribu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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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최대 주산지인 경산지역 건대추의 유통경로는 산

지유통인(대규모수집·반출상) 70%, 소비자 직거래 15%,

농협 5%, 소비지 위탁상 10%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

대추의 유통경로보다 소비자직거래의 비율이 높고, 산지

유통인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Figure 4). 

3) 떫은감

떫은감의 최근 3년 평균 생산량은 113,372톤이며, 이중

최대 주산지는 청도로 평균 36,050톤으로 전체의 31.8%

를 차지하였으며, 상주 22,143톤(19.8%), 영암 6,229톤

(5.5%), 산청 5,486톤(4.82%), 영동 4,842톤(4.3%)의 순으

Table 2. Jujube production (2011~2013, Average). unit: ton, %

Area 2013 2012 2011 Average Percent 

City·county

Kyeongsan 4,125 3,850 3,431 3,802 39.9

Gunwi 1,602 1,768 1,563 1,644 17.3

Chungdo 1,235 1,040 1,045 1,107 11.6

Boeun 847 1,165 892 968 10.2

Miryang 1,290 481 472 748 7.8

Subtotal 9,099 8,304 7,403 8,269 86.8

Kyungbuk 7,930 7,354 6,578 7,288 76.5

Total 8,492 9,509 10,583 9,528 -

Source: Korea Forest Service (2011~2013). Non-timber Forest Product Production Survey.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2. Buyeo Chestnut distribution channel.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3. Dried jujube distribu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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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경북지역 생산량이 64,502톤

으로 전체 생산량의 56.9%를 차지하여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떫은감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자단계에서 지역농

협으로 43%가 출하되고 있으며, 가공업체 22%, 산지유통

인 19% 순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은 각각

46.6%,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떫은감

의 경우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이 다른 임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의 경우 도

매시장(37.3%)과 대형유통업체(21.1%), 재래시장(13.8%)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4. Kyeongsan dried jujube distribution channel.

Table 3. Bitter persimmon production (2011~2013, Average). unit: ton, %

Area 2013 2012 2011 Average Percent 

City·county

Chungdo 39,013 33,542 35,593 36,050 31.8

Sangju 32,898 18,880 15,462 22,413 19.8

Yeongam 8,804 5,011 4,872 6,229 5.5

Sanchung 12,312 2,982 1,165 5,486 4.8

Yeongdong 5,121 5,154 4,252 4,842 4.3

Subtotal 98,149 65,569 61,344 75,021 66.2

Kyungbuk 81,770 56,962 54,773 64,502 56.9

Total 148,100 98,978 93,038 113,372 -

Source: Korea Forest Service (2011~2013). Non-timber Forest Product Production Survey.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5. Bitter persimmon distribu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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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떫은감을 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떫

은감 유통은 재래시장에서 직접 소비자가 구매하는 비율

은 높지 않으며, 곶감 형태로 1차 가공이 이루어진 후 구

매되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떫은감을 직접 구매하는 경

우는 많지 않다(Figure 5).

청도지역 떫은감 가공품 유통실태를 살펴보면 지역 내

전체 떫은감 생산량의 약 48% 정도가 가공품 원료로 사

용되고 있으며, 전체 가공품 원료 중 약 75% 정도가 반건

시와 말랭이로 가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말랭이

가 전체 가공의 56%.1) 가공업자에 의해 가공된 상품은 직

거래 형태인 전화주문 판매와 우체국 쇼핑몰 판매가 전체

약 50%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다음으로 산지에서 수집과 반출을 전문으로 하는 산

지유통업자와 가락시장 중심의 농산물도매시장에 각각 약

20%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지역농협(청

도) 공판장(경매장) 등으로 약 10%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ure 6). 

4) 표고

건표고의 최근 3년 평균 생산량은 1,698톤이며, 이중 최

대 주산지는 장흥으로 평균 420톤을 생산하여 전체의

24.7%를 차지하였으며, 거제 238톤(14.0%), 청양 74톤

(4.3%), 문경 67톤(3.9%), 서천 56톤(3.3%)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지역 생산량이 563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3.2%를 차지하여 주산지 집중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 

생표고의 전국 평균 생산량은 19,609톤이며, 이중 부여

가 2,946톤으로 전체의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양,

보령, 천안, 청원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43.3%로 나타나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Table 5). 

건표고의 유통경로는 생산자 단계에서는 지역농협으로

75%를 출하하며, 직거래를 통해 13%, 영농조합 7%, 산지

유통인 5% 등의 순으로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지역농협에서 건표고 입찰 이후에는 산지유통인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ETC is etc..

Figure 6. Chungdo processed bitter persimmon distribution channel.

Table 4. Dried oak mushroom production (2011~2013, Average). unit: ton, %

Area 2013 2012 2011 Average Percent 

City·county

Jangheung 362 474 423 420 24.7

Geoje 46 45 623 238 14.0

Cheongyang 54 77 89 74 4.3

Mungyeong 31 78 92 67 3.9

Seocheon 22 74 74 56 3.3

Subtotal 515 748 1,300 854 50.3

Jeonnam 480 588 621 563 33.2

Total 1,272 1,551 2,271 1,698 -

Source: Korea Forest Service (2011~2013). Non-timber Forest Product Production Survey.

1) 2014.5.22~23일 동안 집필진이 실시한 청도지역 떫은감 선도 임가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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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3%), 영농조합 33%(24.8%)의 비율로 유통되며,

이후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급식, 식당) 등

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로가 대부분으로 조사되

었다. 건표고 입찰은 대부분 전남 장흥과 경북 문경 지역

에서 이루어지며, 전국 각지의 산지유통인이 입찰에 참여

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은 건표고를 입찰을 통해서거나 생

산자로부터 바로 구매하여 백화점과 마트 등의 대형유통

업체로 50%(27.6%), 재래시장 30%(16.6%)의 비율로 유

Table 5. Raw oak mushroom production (2011~2013, Average). unit: ton, %

Area 2013 2012 2011 Average Percent 

City·county

Buyeo 2,062 3,388 3,388 2,946 15.0

Cheongyang 1,321 1,517 1,411 1,416 7.2

Boryeong 541 974 858 791 4.0

Cheonan 890 659 658 736 3.8

Chungwon 683 664 734 694 3.5

Subtotal 5,496 7,202 7,049 6,582 33.6

Chungnam 6,934 9,359 9,184 8,492 43.3

Total 17,967 20,114 20,745 19,609

Source: Korea Forest Service (2011~2013). Non-timber Forest Product Production Survey.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7. Dried oak mushroom distribution channel.

※the number in pare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8. Raw oak mushroom distribu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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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며, 10%(5.5%)는 수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7).

생표고의 생산자 단계 출하비율은 지역농협 45%, 영농

조합 5%이며, 대형도매시장 35%, 직거래 15% 등으로 나

타났다. 대형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생표고

를 수매하고, 이후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급식, 식당),

소매시장/재래시장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

이 주요 유통경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8).

5) 산채류

대표적 산채류인 더덕의 최대 주산지는 정선으로 최근

3년 평균 1,689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21.3%를 차

지하였으며, 서귀포 1,098톤(13.8%), 횡성 998톤(12.6%),

홍천 878톤(11.1%), 평창 526톤(6.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지역 생산량이 4,694톤으로 전체 생산량

의 59.2%를 차지하여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

났다(Table 6). 

또한 고사리의 최대 주산지는 남해로 전체 생산량의

23.8%인 1,218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례, 광양, 남원, 순

천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남지역 생산량이 1,872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6.6%를 차지하였다(Table 7). 

더덕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자 단계에서 지역농

협으로의 출하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직거래, 산지

유통인, 영농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동시장 등

소비지 위탁상에게 출하물량이 집중되어 전체 출하물량

의 70% 정도가 소비지위탁상을 경유하고, 소매 및 재래

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더덕의 경우 산지에서는 농협의 유통비

율이 높으나, 농협은 수집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 가공 및 제품화 비율이 낮고, 선별 및 포장 활동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단계에서는 소

비지 위탁상의 유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9).

고사리의 경우 대부분 물량이 임가 단위에서 건조기능

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농협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

는 비율이 높으며, 중간단계에서는 도매시장이 아닌 소비

지 위탁상을 거치거나, 농협에서 바로 급식 또는 대형유

통업체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리

의 경우 농협은 건고사리 형태를 수매한 후 납품의 경우

벌크 포장형태로,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소포장형태로 출

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거래의 경우 소비자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0).

2. 품목별 유통분야 개선요구 사항

임산물 유통경로 조사대상인 550개 임가에 대해 해당

임산물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설문조사하였다. 임

산물 유통부문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

항에 대해 밤 재배임가는 ‘거래가 공개·경쟁적이 되도록

거래제도나 거래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53명(21.1%), ‘유

Table 6. Lance asiabell production (2011~2013, Average). unit: ton, %

Area 2013 2012 2011 Average Percent 

City·county

Jeongseon 1,188 1,515 2,364 1,689 21.3

Seogwipo 190 1,267 1,838 1,098 13.8

Heongseong 1,313 864 816 998 12.6

Hongchun 935 871 827 878 11.1

Pyeongchang 702 456 420 526 6.6

Subtoal 4,329 4,973 6,265 5,189 65.4

Kangwon 4,825 4,291 4,965 4,694 59.2

Total 7,453 7,794 8,550 7,932 -

Source: Korea Forest Service (2011~2013). Non-timber Forest Product Production Survey.

Table 7. Fembrake production (2011~2013, Average). unit: ton, %

Area 2013 2012 2011 Average Percent 

City·county

Namhae 152 1,471 2,032 1,218 23.8

Gurye 340 500 471 437 8.6

Gwangyang 381 477 417 425 8.3

Namwon 455 29 457 314 6.1

Suncheon 303 330 259 298 5.8

Subtotal 1,631 2,807 3,636 2,692 52.7

Gyeongnam 1,362 1,939 2,315 1,872 36.6

Total 4,721 5,090 5,518 5,110

Source: Korea Forest Service (2011~2013). Non-timber Forest Product Produc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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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경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통경로의 단순화가 필

요하다’ 33명(13.1%),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설

을 늘린다’ 31명(12.4%)로 나타났다. 

생대추 유통부문에서 개선사항은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설을 늘린다’ 6명(21.4%), ‘전자상거래, 직거

래 등 임산물 유통 경로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5명(17.9%),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3명(10.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건대추는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

시설을 늘린다’ 23명(30.3%),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임

산물 유통 경로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23명(30.3%), ‘정부

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10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떫은감은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설을 늘린

다’ 42명(17.1%),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임산물 유통 경

로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42명(17.1%), ‘임산물 유통 관

련 정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34명(13.8%)의 순으로 나

타났다. 

생표고는 ‘임산물 유통 관련 정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18명(25.0%), ‘유통경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통경

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9명(12.5%), ‘전자상거래, 직거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Figure 9. Lance asiabell distribution channel.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based on the total produced
※ETC is etc..

Figure 10. Fembrake distribu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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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등 임산물 유통 경로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9명(12.5%)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표고는 ‘거래가 공개·경쟁적이

되도록 거래제도나 거래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8명(19.0%),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임산물 유통 경로의 다원화가 필

요하다’ 8명(19.0%),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설

을 늘린다’ 5명(11.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더덕은 ‘거래가 공개·경쟁적이 되도록 거래제도나 거

래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14명(26.9%),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설을 늘린다’ 10명(19.2%), ‘임산물의 품목

별 등급, 표장규격 등에 대한 표준규격화가 시급하다’ 5명

(9.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사리는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설을 늘린다’ 10명(27.0%), ‘수입임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는 정책수립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7명(18.9%),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임산물 유통 경로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6명(16.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제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경로 조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도매시장과 중도매인을 통한 유통 비

율이 낮고(7%) 산지유통인의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며 이

는 생산자에게는 임산물 유통의 대안이 적고 거래교섭력

도 낮으며,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지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예를 들

어 임산물산지유통센터와 같은 시설이 있더라도 제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유통시설도 부족한 현

실이다. 

품목별로 산지유통인을 경유하는 유통비율을 보면, 건

대추가 84%로 가장 높으며, 건표고 64%, 밤 45%, 떫은감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지유통인을 통한 거래비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유통부분 개선사항으로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설의 확충, 공개적/경쟁적 거래제도(방법)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품목별 주요 유통경로 조사결과

(Figure 1~Figure 10)를 통해 소비자까지 생산물이 전달되

기 위한 유통단계 수를 살펴보면 밤은 5단계, 건대추는 4단

계, 떫은감은 3단계, 표고는 4단계, 산채는 4단계로서 대부

분 4단계 이상의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는 산지유통인, 재래시장과 소비

Table 8. Required improvement of marketing by commodity.

Commodity Required Improvement

Chestnut

Improving transaction system to be more openly and competitive 

Simplifying distribution channel to be less complex

Making more wholesale facility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Fresh Jujube

Making more wholesale facility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Diversifying marketing channel using e-commerce or direct transaction

Promoting to keep or extend sales of jujube

Dried Jujube

Making more wholesale facility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Diversifying marketing channel using e-commerce or direct transaction

Developing export markets and exporting goods

Bitter Persimmon

Making more wholesale facility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Diversifying marketing channel using e-commerce or direct transaction

Government funding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ing

Raw oak mushroom

Government funding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ing

Simplifying distribution channel to be less complex

Diversifying marketing channel using e-commerce or direct transaction

Dried oak mushroom

Improving transaction system to be more openly and competitive 

Diversifying marketing channel using e-commerce or direct transaction

Making more wholesale facility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Lance asiabell

Improving transaction system to be more openly and competitive 

Making more wholesale facility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Setting up the standard for grade, packing size

Fembrake

Making more wholesale facility for non-timber forest products

Making regulation for marketing the imported non-timber forest products

Diversifying marketing channel using e-commerce or direct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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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매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임산

물이 도달하는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다. 반드시 단계가 적

은 것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계가

많아질수록 유통마진이 더해짐에 따라 소매가격이 상승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가장 단계가 적은 방식은 직거래2) 방식이며 생산자단계

의 직거래와 조합이나 일차 유통조직을 통한 직거래가 있

다. 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

결, 공동구매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일부 소비자협동조합,

아파트공동체 등에서 추진)가 필요하다. 

거래비용 차원에서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생산자

와 개별 소비자가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일차 수집과정을

거쳐 생산자단체(법인, 조합)가 소비자단체와 거래를 하

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아직은 생산자조직화가 미미하고 개별 임가의 생산량

이 많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한다면, 개별적으로 인터넷 사

이트 개설 후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활성화가 비용이나

판매가능 물량 측면에서 현실적이다.3) 하지만 이는 단기

적인 미봉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공

동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 표준화, 품질보증 등과 관

련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농업분야에서는 이와 관련

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안

이 추진 중에 있다. 

2. 임산물 유통에서 산림조합의 역할확대 

임산물 유통은 앞서 유통경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산

지유통인을 비롯한 중간상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조합

의 경우 산림조합보다는 농협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산

지에서 산림조합의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유통에 대한 참

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은 기대

에 못 미치고 있다.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산림조합의 비율이 27%, 매

출액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조합 비율이 87%4) 수준으로

비율이나 규모면에서 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산림

조합들은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유통 관련 전문인력과 판

매·유통정보의 부재, 낮은 거래교섭력 등을 이유로 신규

참여나 사업규모의 확대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Kwon,

2013). 

사실 산림조합은 전국에 위치한 회원조합 수나 조합원

인 임업인과의 오랜 관계 등이 큰 장점으로 이를 잘 활용

할 수 있다면 임산물 유통에서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산림조합을 기반으로 한 생

산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산림조합 중 생산

자조직을 운영하는 조합은 7개에 불과하고, 계약생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의 작목반이나

공선출하회 같은 형태의 산지생산 조직화를 통해 임업인

과 조합이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합은 기술 및 경

영지도, 자금지원 등에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단기소득임산물의 상품화 및 가치제고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가공은 대부분 탈피, 건조 등 단

순가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공제품

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

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바로

소비가 가능한 편이식품 개발, 가족구성원에 감소와 외식

소비 증가에 따른 소포장 판매, 광역 브랜드를 활용한 인

지도 및 신뢰도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단기소득임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

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

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

는 제도이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국내산 단기소득임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제품구매정보에 관

한 알권리 충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단기소득임산물 유통센터 업그레이드 방안 

현재 전국적으로 86개의 단기소득임산물 유통센터가 설

치,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임산물 유통 효율화에 기여

하는 정도는 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

산물산지유통센터의 생산량 대비 취급비중은 2011년 밤

이 5%, 생표고 7%, 건표고 11%, 떫은감 1%, 대추 1%, 산

채 3%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어서 산지 유통조직으로

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Lee et al.,

2012). 일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유

통에 잘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통시설의 연중

이용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

게 이용되거나, 심한 경우 시설사용이 중단된 곳도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

2)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안(안)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

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됨.
3)민간 인터넷 쇼핑몰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인터넷 거래장터(www.farm2us.or.kr, www.enongchon.com)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

으나, 수수료 부담이 있음. 생산자가 인터넷 거래장터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판매액의 13%(운영자 3%, 큐레이터 7%,

결제수수료 3%) 정도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4)수수료 3% 기준으로 보면 조합수입이 3천만 원 수준으로 최소한의 조합운영자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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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면서 그 취급물량을 확대하여야 한다. 

유통센터의 산물 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

한 운전자금의 확보, 판매처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경영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 이런 면에서 생산자 및 소비처와 오랜 거래 관계가 있

고 자금 능력도 있는 산지유통인들이 임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도록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

영주체가 협의체인 경우 책임을 나누어지면서 다수가 실

제로 센터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많은 경우 유

통센터의 현재 수익과 향후 단기적 기대수입이 기대치에

못 미쳐 협조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와해되는 경우가 빈

번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이에 대한 방지책을 사전에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유통센터의 수집가능 물량의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단

기소득 임산물 생산의 현대화 및 조직화를 통한 균질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 출하를 전제로 생산자 조직과

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수를 늘려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를 단

기소득 임산물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선별, 가공, 물류 방

식이 유사한 과일류, 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것

이 보다 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부문 개선을 위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든 유통이든 현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단체)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

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생산과 유통

의 규모화가 필요하며, 생산자 단체(법인)와 유통센터가

규모화 되어야 소비지유통에서 교섭력을 갖게 되고, 안정

적 판매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

으로는 생산자 단체와 유통센터가 규모화 되는 것을 저해

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되 아울러 규

모화 과정에서 소규모 생산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밤,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산채 등 5개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의 유통

전 과정을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유통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생산자단계에서는 해당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

임가 수를 기준으로 총 550 농가에 대해 임가 일반현황,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현황,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 제

안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간유통단계에

서는 품목별 주산지의 농협, 산림조합, 영농조합과 그들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를 방문조사 하였고, 단기소득 임

산물이 유통되는 도매시장을 조사하였다. 방문조사를 하

지 못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공영도매시장 반입출량자

료를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소비자 단계는 KREI의

임업관측 소비자 패널 조사치를 활용하였다.

공주, 부여, 청양, 충주, 하동, 순천, 산청 등이 주산지인

밤의 유통은 다른 임산물과 비교하여 조합, 농협의 역할

이 두드러지지만 도매시장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

산, 군위, 청도, 보은, 밀양이 주산지인 대추의 유통은 산

지유통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도매시장보다는 전통,

재래시장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 반면에 청도, 상주,

영암, 산청, 영동이 주산지인 떫은감의 유통은 지역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물

량도 46.6%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장흥, 거제, 청양 등이

주산지인 건표고와 부여, 청양, 보령 등이 주산지인 생표

고의 유통은 지역농협의 비율이 각각 75%, 45%로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이며 건표고는 지역농협의 입찰을 통

해 주로 유통되는 반면에 생표고는 직거래뿐만 아니라 도

매시장(75.5%)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정선, 서귀포,

횡성 등이 주산지인 더덕과 남해, 구례, 광양 등이 주산지

인 고사리는 지역농협을 통한 유통비율이 높은 편이며 도

매시장보다는 재래시장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임가들은 생산과 관련한 개선사항 못지않게 유통과 관

련하여 많은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다. 거래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거래제도의 개선과 유통·

도매시설의 확충이 많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나 직거래를 통한 유통방식의 단순화와 다양화가 많이 지

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유통

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산림조

합의 임산물 유통 역할확대, 상품화 및 가치 제고, 그리고

유통센터 업그레이드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조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가 아닌 점에서

가지는 한계점은 본 연구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개별 품목별 정책 제언까

지는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한계점의 하나이다. 여타 농

산물과 마찬가지로 임산물의 유통 현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실정이다.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점의

파악 그리고 나아가 개선정책의 구상과 실천을 위한 기초

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임산물 유통조사에 관

한 연구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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