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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수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의 우선순위 도출

염윤미 · 김선웅 · 윤병삼*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Prioritization of issues and challenges to increase mushroom 
export

Yoon-Mi Yeom, Seon-Woong Kim, and Byung-Sam Yoon*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ABSTRACT: The trade deficit in mushrooms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plored major issues and
challenges faced by the mushroom industry to increase export, and to prioritize the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based on their
relative importance. 11 major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mushroom industry were highligh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Best-
worst scaling analysis prioritized these major issues and challenges, and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mpleted by 31 mushroom
industry experts. The results revealed that strengthening the mushroom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were the main priorities,
followed sequentially by a diversification of the overseas export markets and stabilization of the domestic mushroom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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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버섯 수출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수입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버섯(농산버섯+임산버

섯) 수출은 2010년 21,566톤(49,963천 달러)에서 2018년

19,945톤(52,060천 달러)으로 소폭 감소 내지 정체된 반

면 수입은 2010년 27,696톤(47,672천 달러)에서 2018년

74,366톤(96,658천 달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MAFRA

and aT, 2019).

우리나라의 버섯 수출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확보된

새송이(큰느타리), 팽이, 느타리 등 농산버섯 위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새송이버섯은 네덜란드, 미국,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에 주로 수출되고, 팽이버섯은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수출되고 있다.

버섯 수출은 한국버섯수출통합조직인 K-MUSH(주)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MUSH(주)는 생산자와 수출업

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통합수출마케팅조직으로 전 세계 20

여개 국가에 우리나라 버섯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버섯 수입은 표고, 송이, 목이 등 임산

버섯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의 부족으로 중국산이 신선, 건조 및

조제 형태로 고루 수입되고 있으며, 송이버섯은 냉장 및

냉동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산버섯의 경우는 중

화요리 및 외식 식재료로 이용되는 건조 및 조제 양송이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버섯 수입은 주요 수

출국에서 수입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

다. 특히 중국은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은 크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Yoo et al., 2016).

이와 같이 버섯 수출입 구조에 있어서 무역적자가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버섯 수출 확대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

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Kang et al.,

2005; Kim et al., 2007; Kim et al., 2010). 먼저 생산기

반 측면에서는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고품질 및 안정 생

산이 저해되고, 톱밥, 콘코브(corn cob) 등 배지원료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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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 곡물 수급 불안에 취약한 실정이

다. 버섯 종균의 개발 및 보급 측면에서 우수품종의 개발

및 생산, 유통관리가 미흡하여 수입 종균이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저해되고 로열티

(royalty) 지급 부담이 상존한다. 유통 및 가공 측면에서는

버섯 전문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품질 관리 및 수급조절에

취약하고, 단순 가공식품 개발에 치중하여 건강 및 기능

성 요구 충족에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

는 주요 수출시장이 유럽, 미국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

된 시장 공략에 주력하다보니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및 이

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버섯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일련의 과정을 가치사슬(value chain)의 관

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원제약의 문제

가 뒤따르기 때문에 버섯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 부문의

당면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버섯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부문별로 설정하고, 당면과제

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해

결해야 할 부문별 과제들을 도출하고, 당면과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후에는 우선순위가 높

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버섯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심

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여 버섯 수

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을 파악한 다음

BWS(Best-Worst Scaling)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당면과

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집단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본 연구에서는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한 버섯산업의 당면

과제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진행하였

다. 면접조사 결과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한 부문별 당면과

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로 집약되었다. 구

체적으로는 생산부문에서 재배시설의 현대화, 종균의 개

발 및 보급 확대, 배지원료의 수급 체계 개선의 3개 과제,

가공부문에서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가

공제품 생산시설 확대의 2개 과제, 유통부문에서는 버섯

의 국내가격 안정, 버섯의 표준화·등급화,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개선의 3개 과제, 그리고 수출부문에서는 품

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물류비·

저장비 지원 확대의 3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BWS(Best-Worst Scaling) 분석

BWS(Best-Worst Scaling)는 Finn and Louviere(1992)

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Marley and Louviere(2005)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 발전되었다. BWS는 Thurstone

(1972)의 쌍대비교법(paired comparison approach)을 확

장한 형태로 3개 이상의 선택대안들 간의 순위 결정방식

에 근거한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선택대안들 중에서 최고

(best) 또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most important) 대안

한 가지와 최저(worst) 또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고려하

는(least important) 대안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응

답자들에게 선택대안들로 구성된 문항마다 최고 대안과

최저 대안을 각각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안

들의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한 선택문항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한다(Lusk and Briggeman, 2009).

BWS 분석방법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소비자 선호 분석,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분야

Table 1.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drawn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to increase mushroom export

No. Sector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1

Production
Modernization of cultivation facility

2 Development and supply expansion of mushroom spawn
3 Improvement of demand and supply system of culture medium materials 
4

Processing
Product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product development

5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y for processed goods
6

Marketing
Stabilization of domestic mushroom price

7 Grading and standardization of mushroom
8 Improvement of packaging materials to maintain freshness
9

Export
Strengthening of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10 Diversification of overseas export markets
11 Expansion of support for storage and logistic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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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Chang and Lee, 2015; Chang

and Kim, 2016, 2017; Chang, 2018a, 2018b). 

BWS 분석방법에서 선택문항을 구성하고나면 균형불완

비블록설계(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BIBD) 방

식을 적용하여 설문문항을 설계한다. BIBD 방식은 모든

선택문항마다 동일한 선택요인 개수가 포함되도록 설문문

항을 구성한다. BIBD 방식을 이용한 설문문항 구성은

SA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응답자들은 문항에서

제시된 선택대안들 중에서 최고(best)-최저(worst)를 선택

하게 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응답 자료들은 확률효용이론

(random utility theory)을 적용한 다중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MNL)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설문조사에 응

답한 전문가들은 문항에서 제시한 선택요인들 가운데서

중요도의 차이가 가장 큰 두 요인들을 선택하게 된다. 만

약 문항에 J개의 선택대안이 있을 경우 J(J−1)의 최고-최

저 조합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며, 응답자들은 이러한 J(J−

1)개의 가능한 조합들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조합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i

가 j번째 선택대안에 대해 갖는 잠재적인 중요도(Iij)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ij = Wj + εij                                            (1)

Wj는 당면과제 j의 상대적 중요도의 위치를 의미하고,

εij는 무작위오차항(a random error term)을 의미한다. 응

답자들이 선택 문항에서 제시된 대안 j와 k를 각각 가장

중요한 요인과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선택할 확률

은 Iij−Iik가 J(J−1)−1개의 다른 모든 가능한 ‘가장 중요-가

장 중요하지 않음’의 차이보다 클 확률이다. 오차항의 분

포가 독립적이며, 일치적인 제Ⅰ형태의 극치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확률은 일반적인 다중로짓모형

(MNL)으로 나타낼 수 있다. 

P{j는 가장 중요, k는 가장 중요하지 않음} =

                              (2)

Wj의 파라미터들은 식 (2)와 같이 표현되는 로그우도함

수(log-likelihood function)를 최대로 하는 확률을 추정하

여 도출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선택된 ‘가장 중요-가장

중요하지 않음’조합에는 1의 값을, 기타 J(J−1)−1개의 선

택되지 않은 ‘가장 중요-가장 중요하지 않음’ 조합들의 경

우에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위의 다중로짓모형(MNL)으로부터 추정한 파라미터 값

들을 이용하여 당면과제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별 중요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고려요인 j의 상대적 중요도 =          (3)

위의 식(3)에서 고려요인별 중요도의 합은 1이 된다. 각

고려요인별 중요도는 상대적인 중요도의 척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한 요인의 중요도의 절대값이 다른 요인의

값보다 두 배 크다면, 이것은 응답자들이 해당 요인을 다

른 요인에 비해 두 배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의미가

된다. 

BWS(Best-Worst Scaling) 조사 설계 및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SA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1개

의 당면과제들을 대상으로 균형불완비블록설계(BIBD) 방

식을 적용하여 각 설문문항마다 5개의 당면과제들이 선택

대안으로 포함되는 총 11개의 최고(best)-최저(worst) 선

택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BWS 설문문항

의 예시는 Fig. 1과 같다.

BWS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버섯산업 관련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

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원 소속 15명,

버섯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종사자 4명, 버섯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종사자 6명, 그리고 수출전문조직(K-mush) 종

사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 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BWS(Best-Worst Scaling) 분석 결과

버섯산업 전문가들이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당면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문항을 이용하여 구축한 자료

들을 다중로짓모형(MNL)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1개의 당면과제들 중에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요인을 기준(benchmark)으로 설정하여 분석
Wj Wk–( )exp

Wl Wm–( ) J–exp

m 1=

J

∑
l 1=

J

∑

------------------------------------------------------------------

Ŵj( )exp

Ŵk( )exp

k 1=

J

∑

--------------------------------

Fig. 1. Example of best-worst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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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다중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요인에 대비한 상대적인 중요도로서의 의미

를 갖는다. 

Table 2에서 다중로짓모형(MNL)으로 추정한 파라미터

들이 1%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당면과제들이 기준요인

(benchmark)으로 고려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각 당면과제들에 대한 추정치의 부호가 모

두 음(-)으로 나타남으로써 각각의 당면과제들이 기준요

인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 제시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버섯 수출 확대

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11개의 당면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로 나타나고 있다. 기준요인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1(100%)로 하였을 경우 그 다음

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해외 수출시장 다변

화’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0.402(40.2%) 수준이다. 그리

고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물류비·저장비 지

원 확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0.078(7.8%)에 불과하다.

당면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Table 2에 제시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당면과

제별 상대적 중요도를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당면과제별 상대적 중요도의 합

계를 100%라고 할 때,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29.2%로 나타남으로써 버섯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

요한 개선과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11.8%),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

(11.5%), 종균의 개발 및 보급 확대(10.4%) 등의 당면과

제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물류비·

저장비 지원확대(2.3%), 가공제품 생산시설 확대(4.5%),

재배시설 현대화(4.5%) 등의 당면과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요

본 연구는 버섯 수출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버

섯산업의 부문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

(FGI)를 실시하여 11개의 당면과제를 발굴한 다음

BWS(Best-Worst Scaling)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당면과제

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1개의 당면과제들 가운데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1순위)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버섯의 국내

가격 안정이 각각 2순위와 3순위의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

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

방면에 걸친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기반 측면에

서 배지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국

산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버섯 안

전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거리 유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

하고, 다양한 수확 후 저장기술(post harvest technology)

Table 2. Estimated results for the relative importance of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to increase mushroom export
(Multinomial Logit Model)

Sector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Estimated
Parameter S․E Relative

Importance
Export Strengthening of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 - 1.000
Export Diversification of overseas export markets -0.911** 0.198 0.402

Marketing Stabilization of domestic mushroom price -0.932** 0.198 0.394
Production Development and supply expansion of mushroom spawn -1.031** 0.199 0.356
Production Improvement of demand and supply system of culture medium materials -1.241** 0.199 0.289
Processing Product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product development -1.539** 0.202 0.215
Marketing Grading and standardization of mushroom -1.603** 0.202 0.201
Marketing Improvement of packaging materials to maintain freshness -1.737** 0.203 0.176
Production Modernization of cultivation facility -1.862** 0.202 0.155
Processing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y for processed goods -1.871** 0.203 0.154

Export Expansion of support for storage and logistical costs -2.547** 0.204 0.078
Note: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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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을 통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버섯의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STP

(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전략에 맞춰 해

외시장을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한편 수출 수발주 통합관

리 등을 위한 자율적인 통합마케팅조직을 구축하여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 일

환으로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판촉행사, 해외마케팅, 바

이어(buyer) 초청 등의 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내수 안정화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버

섯은 일반 도매시장을 통하여 유통할 경우 품질관리 및 유

통물량 조절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품목별

또는 지역(산지)별로 버섯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효

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버섯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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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ve importance of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expressed by percentage ratios 

Sector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Relative Importance Ratio
(%)

Export Strengthening of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1.000 29.2
Export Diversification of overseas export markets 0.402 11.8

Marketing Stabilization of domestic mushroom price 0.394 11.5
Production Development and supply expansion of mushroom spawn 0.356 10.4
Production Improvement of demand and supply system of culture medium materials 0.289 8.5
Processing Product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product development 0.215 6.3
Marketing Grading and standardization of mushroom 0.201 5.9
Marketing Improvement of packaging materials to maintain freshness 0.176 5.1
Production Modernization of cultivation facility 0.155 4.5
Processing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y for processed goods 0.154 4.5

Export Expansion of support for storage and logistical costs 0.078 2.3
Sum 3.421 100.0

Note: Ratioi

Relative Impor ceitan

Relative Impor ceitan

i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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