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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버섯 수출의 특징 분석

조우식*·박주리·강민구·김우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mushroom exports in 
Gyeongbuk province, Korea

Woo-Sik Jo*, Ju-Ri Park, Min-Gu Kang and Woo-Hyun Kim

Gyeongbuk Province Agricultural Technology Administration, Daegu, 702-708,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a current mushroom export situation in Gyeongbuk area for establishing
exports strategy, and policy of mushrooms export. Mushroom industry has made a rapid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in Korea.
Gyeongbuk province exports volume of enoki and king oyster mushrooms account for about half of the country, enoki and total
exports in 2009, and 81%, increased to 14% in 2010 and 2010, the maximum exports (9,415 tons) and the maximum exports
(14,840 grand)was recorded. But, enoki and total exports in 2011, and -15%, decreased to -19% in 2012, and increased to 32%
in 2013, 1% in 2014. King oyster mushroom to represent the Netherlands in Europe, exports were higher exports to China is
negligible. In the case of China in 2001, 5 spots automated mushroom factory, production, but only 8,000 tons in 2011, 652
mushroom factory, production of 1,100,000 tons and in 2012, 788 mushroom factory, production of 1,520,000 tons quickly
g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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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고등균류의 자실체를 보통 버섯(mushroom)이

라고 하는데, 버섯은 수많은 포자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포자형성 기관을 보호하고, 포자를 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담자균(Basidiomycetes)의 자실체와 자낭균(Ascomycetes)의

큰 육질기관을 버섯이라고 한다(Kim et al, 1995). 

세계 버섯시장은 양송이버섯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버섯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양의 특

수버섯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팽이버섯과 새송이

버섯의 수출은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버섯수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임산버섯(송이,

표고, 목이 등)은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농산버섯(팽이, 새송이, 만가닥, 느타리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농산버섯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장형 재배방식 도입으로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

하고 자동화 설비와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버섯 품질이 향

상되고 있기 때문이다(You et al, 2012). 버섯은 고급 농

산물로서 다양한 약리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면역효과도

탁월하여 건강식품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버섯의 소비량은 더욱 증가

할 전망이다(Ahn et al, 2009). 농산물 수출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

에 대한 영향 분석이 선결되어야 하며, 수출결정 요인별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고려하여 정부 수출지원사업의 추

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Moon et al,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경북지역 버섯수출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수출증대 전략과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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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버섯수출 현황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품목의 경북지역 버섯수출량은

전국 버섯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팽이버섯

은 총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 2009년 81%, 2010년

14%로 증가하여 최대수출량(9,415톤)과 최대수출액

(14,840천$)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15%, 2012년 -19%

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3년 32%, 2014년

1%로 증가하고 있다. 새송이버섯의 경우는 수출액이 전

년도에 비해 각 2012년 6.5%, 2013년 29%, 2014년

0.2%로 증가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수출량 중 70%을 차지하는 경북지역 사과의 경우는

2014년 총 수출액이 3,805천$로 2009년 16,286천$에 비

해 약 77%가 감소하였다 (Table 1).

팽이버섯의 수출단가는 2007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유

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새송이버섯의 경우에는

2009년 크게 하락한 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

년에 2009년 대비 25% 증가하여 최대치(3.72 $/kg)를 기

록하고 이후 완만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Fig. 1).

반면에 경상북도의 대표 수출 농산물인 사과의 경우 2012

년의 단가가 2009년 대비 약 60% 이상 상승하여 최대치

(3.27 $/kg)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버섯의 수출단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로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요인으로 버섯생산시스템

등이 효율화되어 생산비용이 하락하였다. 둘째, 해외시장

에서 국산 버섯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해외시장 가격이

하락했을 가능성이다. 셋째, 해외시장에서 국산버섯 수출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가능성이다(Ahn el

al, 2009).

경북지역 팽이버섯새송이버섯 수출지역 현황

우리나라 버섯 수출은 특정국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0년까지는 미국, 중국, 홍콩이 전체 수출

액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 이후 베트남

으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되어 2014년에 미국, 베트남, 홍

콩이 전체 수출액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

지역 팽이버섯의 수출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2012년에 대

호주 수출액 622천$, 베트남 수출액 1,744천$에서 2014

년 대호주 1,028천$, 베트남 2,951천$로 각각 65%(406천

$), 69%(1,207천$)로 급증하였는데 같은 시기의 경북지역

총수출액도 2012년 10,113천$에서 13,467천$로 33%

Table 1. Mushroom export trends in Gyeongbuk province, Korea

구분 지역
2008년(A) 2009년 2010년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팽이

버섯

경북 3,594 7,164 7,170 12,999 9,415 14,840

전국 6,220 11,259 12,662 21,276 17,163 26,291

새송이

버섯

경북 - - 689 2,663 1,233 4,055

전국 - - 2,144 6,269 2,719 8,571

사과
경북 3,229 6,216 8,332 16,286 6,546 14,000

전국 4,669 9,221 9,960 19,324 8,436 17,522

구분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팽이

버섯

경북 7,476 12,506 6,083 10,112 7,843 13,349 

전국 13,867 22,590 10,203 16,863 11,445 19,486 

새송이

버섯

경북 1,330 4,801 1,409 5,117 1,816 6,618 

전국 3,036 11,311 3,388 12,482 3,857 14,154 

사과
경북 2,331 6,470 1,246 4,224 2,155 5,388 

전국 3,131 8,356 1,693 5,541 2,788 6,998 

구분 지역
2014년(B) 증감율(B/A: %)

중량(톤) 금액 (천$) 중량 금액

팽이

버섯

경북 7,566 13,467 211 188 

전국 10,236 18,131 165 161 

새송이

버섯

경북 1,946 6,633 282 249 

전국 4,116 14,471 192 231 

사과
경북 1,497 3,805 46 61 

전국 2,231 5,438 4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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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천$) 증가하였다 (Figs. 2, 3, 4). 반면에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2년에 급 하락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버섯산업이 매우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팽이버섯의 대미국 수출액은 2009년 1,314천$(41% 증

가), 2010년 1,874천$(42% 증가), 2011년 3,530천$(88%

증가), 2012년 3,567천$(1%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를 보

이다가 2013년 3,261천$로 약 8% 감소를 보인 이후 다시

2014년 3861천$로 18% 증가를 나타내었다.

경북지역 새송이버섯의 2009년-2014년 수출지역별 수

출액을 보면 네덜란드가 2009년 1,514천$에서 꾸준히 증

가하여 2014년 2,326천$로 2009년 대비 54% 증가했고,

미국은 2009년 326천$에서 2011년 699천$로 2009년 대

비 114% 급증하다가 2012년 443천$로 37% 감소한 이후

다시 2013년에 881천$로 98%로 증가했고 2014년에

1,099천$로 25% 증가했다. 중국은 2009년 2천$, 2010년

0천$, 2011년 4천$, 2012년 4천$, 2013년 4천$, 2014년 0

천$로 수출량이 미미한 편이다. 경북지역의 새송이버섯

총수출액은 2010년 4,056천$(52% 증가), 2011년 4,802천

$(18% 증가), 2012년 5,118천$(7% 증가), 2013년 6,619

천$(29% 증가), 2014년 6,633천$(0.2% 증가)로 꾸준히

증가를 나타내었다(Figs. 5, 6).

중국의 공장형 버섯농장 현황

버섯은 우리나라가 거대 농산물 무역국인 중국에 수출

하고 있는 몇 안되는 신선농산물중의 한 품목이다. 근래

Fig. 2. Winter mushroom exports country of destination-
specific trends in Korea.

Fig. 3. Winter mushroom exports country of destination-
specific trends in Gyeongbuk province.

Fig. 4. Winter mushroom exports country of destination-
specific trends in 2011-2014.

Fig. 5. King oyster mushroom exports country of destination-
specific trends in Korea.

Fig. 6. King oyster mushroom exports country of destination-
specific trends in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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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각종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버섯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버섯 생산국으로 세계 총 생산량의 75%를

차지하여 한국의 버섯수출에 가장 큰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1년 공장형버섯농장 5개소, 생산량

이 8천톤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652개의 공장형버

섯농장, 생산량은 1,100천톤, 2012년에는 788개의 공장형

버섯농장, 생산량은 1520천톤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

다(Fig. 7).

적 요

경북지역 버섯수출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수출증대 전략

과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

를 얻고자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품목의 경북지역 버섯수출

량은 전국 버섯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팽

이버섯은 총수출액이 2009년 81%, 2010년 14%로 증가

하여 2010년에는 최대수출량(9,415톤)과 최대수출액

(14,840천$)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15%, 2012년 -19%

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3년 32%, 2014년

1%로 증가하고 있다. 새송이버섯의 경우는 수출액이

2012년 6.5%, 2013년 29%, 2014년 0.2%로 증가하여 완

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 2012 ~ 2014년 기간의 경북지역 팽이버섯의 수출지

역별 수출액을 보면 2012년에 대호주 수출액 622천$, 베

트남 수출액 1,744천$에서 2014년 대호주 1,028천$, 베트

남 2,951천$로 각각 65%(406천$), 69%(1,207천$)로 급

증하였는데 같은 시기의 경북지역 총수출액도 2012년

10,113천$에서 13,467천$로 33%(3,354천$) 증가하였다.

다. 새송이버섯의 경우 팽이버섯과는 달리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네덜란드가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으로의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라. 중국의 경우 2001년 공장형버섯농장 5개소, 생산량

이 8천톤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652개의 공장형버

섯농장, 생산량은 1,100천톤, 2012년에는 788개의 공장형

버섯농장, 생산량은 1520천톤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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