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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난해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8개 임업 업종에 대한 임업정책수립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하였다.
○ ‘임업경영실태조사’는 임업 업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일반현황과 수입, 비용,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계조사이다.
* (조사대상 8업종) 영림업 및 벌목업, 식용 임산물 채취업, 밤나무재배업, 떫은감나무재배업,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 버섯재배업, 기타 임산물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의 주요 조사결과로써 비용을 제외한

임업 총수입은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이 4,492만 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버섯재배업 3,363만 원, 영림업 및 벌목업
2,527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채취업은 1,014만 원으로
조사 업종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주요 유통경로로 밤나무 재배업과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직거래가 많았으며, 임산물 채취업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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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주요 애로사항으로 영림업 및 벌목업, 밤나무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산성 감소’로 조사됐다.
영림업 및 벌목업은 ‘기능인력 확보’, 밤나무 재배업은 ‘노동력 부족’,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은 ‘안정적인 판로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 강대익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임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효과적인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통계조사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장 업무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 개요 및 요약표.
첨부파일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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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 개요 및 요약표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개요 >

임업 8개 업종에 대한 임업경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임업인 소득향상
등을 위한 임업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대상업종) ① 영림업 및 벌목업(영림업, 벌목업), ② 식용 임산물 채취업(송이채취
업, 수액채취업, 기타채취업), ③ 밤나무재배업, ④ 떫은감나무 재배업, ⑤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잣나무 재배업, 대추나무 재배업, 호두나무 재배업, 복분자 재
배업), ⑥ 버섯재배업(노지 원목표고 재배업, 시설 원목표고 재배업, 톱밥배지 표고
재배업), ⑦ 기타 임산물 재배업(산채 재배업, 약용식물 재배업), ⑧ 관상 산림식
물 재배업 (조경수 재배업, 분재 재배업, 야생화 재배업)
□ (조사항목) 2020년 기준 업종별 일반현황, 수입, 비용, 경영의사 등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방문면접조사(1회)
□ (표본임가) 3,102임가(영림업 및 벌목업 417, 식용 임산물 채취업 173, 밤나무 재배업
415, 떫은 감나무 재배업 625,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 305, 버섯 재배업 305,
기타 임산물 재배업 583,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 279)
(조사목적)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표
구 분
영림업 및 벌목업
식용 임산물
채취업
밤나무 재배업
떫은 감나무
재배업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
버섯 재배업
기타 임산물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

수입분야(만원)
가구 임업 판매
5,609 2,527 1,695
4,065 1,014 527
3,689 1,474 1,100
3,316 1,295 1,147
3,314 1,074 890
5,681 3,363 2,849
3,934 1,126 805
8,070 4,492 3,909

최근 3년간
생산량 동향(%)
현상유지(55.3)
감소세(63.2)
감소세(74.0)
감소세(71.2)
감소세(74.0)
감소세(65.8)
감소세(60.5)
현상유지(53.8)

* 체계 개편 후 첫 조사로 인한 시계열 분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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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
직거래 (26.9)
가공업체 (24.9)
직거래 (64.6)
산림조합 (15.7)
농협 (55.5)
직거래 (24.4)
직거래 (41.4)
농협 (28.8)
직거래 (35.8)
농협 (22.0)
직거래 (37.3)
농협 (32.0)
직거래 (54.6)
농협 (21.4)
수집상 (34.0)
도소매상(31.9)

애로사항(%)
기능인력 확보(27.5)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60.7)
노동력 부족(48.4)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57.2)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56.2)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46.6)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42.0)
안정적인
판로부족(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