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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양봉업은 화분 매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봉 산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경종 및 타 축산업보다 소자본 창농이 가능하고, 비교적 높은 

자본회전율과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 투입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양봉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양봉 산물로는 벌꿀과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봉독 등이 

있으며 이 중 벌꿀이 전체 생산액 2,288억 원 중 53.7%인 1,228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의 벌꿀 관세율은 243%가 적용되고 있으나, 베트남산 벌꿀의 관세율은 2029년에 

완전히 철폐될 예정임. 따라서 향후 베트남산 벌꿀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됨. 

 우리나라에서 양봉산업의 가치는 양봉 산물의 경제적 가치에 한정되어 있음. 화분 수정 기능이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역할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됨. 

이에 반해 선진국은 연구를 통해 꿀벌의 화분 매개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2018년 이상기후와 질병에 의한 벌꿀 생산량 감소로 당해 양봉 농가 순소득(100군 기준)은 2017년 대비 

92.3% 감소한 약 208만 원으로 집계됨. 이에 따라 양봉 농가는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해외 선진국에서는 양봉산업의 우선순위를 벌꿀 생산보다는 화분 매개에 두고 있음. 미국의 양봉 농가는 

벌꿀 생산액보다 화분 매개 수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캐나다와 호주는 연구를 통해 꿀벌의 

화분 매개 가치를 크게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벌꿀 생산보다는 화분 수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하고 있음.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봉 농가에서는 꿀벌의 화분 매개를 통한 가치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양봉인 단체에서는 의무 자조금제를 도입하여 무임승차 문제 해결과 함께 자조금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비 촉진 홍보와 지속적인 양봉산업 조사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재 발표되고 

있는 양봉산업 통계 수치는 발표 기관에 따라 상이하여 통계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벌꿀 질병 관리 및 밀원 식물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과 함께 품질 등급 관리를 

통한 제품 고급화로 수입산 꿀과의 차별점을 소비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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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봉산업의 현황

양봉 산물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화분 매개 기능 등의 공익적 가치도 주목할 필요

1.1. 세계 벌꿀 생산 현황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그에 따른 기상이변, 인구증가에 따

른 녹지 감소 등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양봉업은 화분 매

개 기능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봉 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음.

◦2017년 전 세계 벌꿀 생산량은 240만 톤이었으며, 그중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22.6%인 54만 

3천 톤을 생산하였음. 이어서 터키가 4.7%인 11만 4천 톤, 아르헨티나, 이란, 미국이 각각 

3.2%, 2.9%, 2.8%인 7만 6천 톤, 7만 톤, 6만 7천 톤을 생산하였음. 

– 우리나라는 1만 5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 중 0.6%를 차지하였음.

<표 1> 세계 주요국 벌꿀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450 462 473 555 543
터키 95 104 108 106 114

아르헨티나 68 60 53 68 76
이란 75 78 73 68 70
미국 68 81 71 73 67

우크라이나 74 67 64 59 66
러시아 68 75 68 70 66
인도 61 62 63 64 65

멕시코 57 61 62 55 51
이디오피아 49 50 59 48 50

브라질 35 38 38 40 42
캐나다 35 39 42 43 42

탄자니아 30 31 30 30 30
스페인 31 32 33 31 29

대한민국 25 25 24 14 15
뉴질랜드 18 18 20 20 15

호주 14 14 13 13 13
세계 합계 2,182 2,256 2,309 2,414 2,403

자료 1) 한국: 2018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 미국: USDA NASS honey(각 연도)

3) 캐나다: AAFC 2017

4) 이외 국가는 FAO Statistic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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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 세계 벌꿀 생산액은 73억 달러(약 8조 4,711억 원)였으며, 중국 생산액은 9억 

1,500만 달러(1조 620억 원)였음. 이외 터키 및 이란의 생산액은 각각 8억 2,800만 달러

(9,607억 원)와 5억 3,800만 달러(6,245억 원)였음.

◦2016년 우리나라의 벌꿀 생산액은 3,527억 원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벌꿀 수입국인 미국

의 벌꿀 생산액은 3억 4,300만 달러(3,981억 원)였음. 뉴질랜드 및 호주의 벌꿀 생산액은 각

각 8,600만 달러(998억 원)와 3,800만 달러(435억 원)로 파악됨.

<표 2> 국가별 벌꿀 생산액 추이

국가명
2014 2015 2016

백만 달러 백만 원 백만 달러 백만 원 백만 달러 백만 원
중국 886 933,081 918 1,038,294 915 1,061,959
터키 935 984,805 852 964,488 828 960,713
이란 648 682,346 667 754,178 538 624,507
미국 387 407,997 326 368,957 343 398,084

우크라이나 96 101,007 89 100,631 81 94,542
러시아 464 488,955 254 287,459 246 285,947
인도 221 232,258 223 251,805 223 259,038

멕시코 172 180,963 151 171,359 122 141,690
이디오피아 - - 111 125,723 129 149,798

브라질 148 155,892 72 81,955 75 86,670
캐나다 231 199,518 269 186,341 224 148,317
스페인 162 170,778 133 150,451 139 160,773

대한민국 351 369,200 315 356,700 304 352,700
뉴질랜드 102 107,112 83 93,801 86 99,803

호주 42 43,814 38 42,544 38 43,519
세계 합계 7,911 8,332,395 7,769 8,790,232 7,300 8,471,090

자료 1) 한국: 2018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 미국: USDA NASS honey(각 연도)

3) 캐나다: AAFC 2017

4) 이외 국가는 FAO Statistic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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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양봉산업 현황

1.2.1. 생산 부문

◦양봉업은 경종과 타 축산업보다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농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회

전율과 적은 노동력이 장점임. 이에 따라 귀농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선호되는 품목임(곽

성일 2019; 김정원 2019; 오영태 2019).

◦양봉 사육 가구 수는 2013년 19,903가구에서 매년 평균 5.5% 증가하여 2017년에는 24,629

가구로 조사됨. 경북이 1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육 군수는 2013년 176

만 군에서 연평균 8%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9만 군으로 증가함(농림축산식품부 기타가축

통계). 

– 사육 가구당 평균 사육 군수는 2013년 88군에서 2017년 97군으로 연평균 2.4% 늘어나 사

육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

 

<그림 1> 양봉 사육 가구 및 군 수 <그림 2> 양봉가구당 평균 사육 군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각 연도).                                        자료: 저자 작성.

◦주요 양봉 산물로 벌꿀과 프로폴리스 등을 들 수 있음. 2017년 양봉산업 경제 규모를 살펴보

면, 벌꿀 생산액은 1,228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53.7%를 차지하였음. 프로폴리스는 500억 

원으로 21.9%를 차지하였으며, 화분, 봉독 및 로열젤리가 각각 2.5%, 1.5%, 0.8%의 생산액 

비중임. 기타항목은 450억 원으로 19.7%를 차지함.

– 기타항목에는 시설재배에서 화분 매개용 꿀벌 사용금액이 포함됨.

<표 3> 2017년 양봉산업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구분 벌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봉독 기타 계
생산량 15.1천톤 15.5톤 258톤 150톤 10kg - -

생산액 금액(억 원) 1,228 19 500 57 34 450 2,288
비중 53.7% 0.8% 21.9% 2.5% 1.5% 19.7% 100%

자료: 한국양봉협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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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통 부문

◦양봉꿀의 유통채널별 최종 판매 형태는 대형마트(42%), 직거래(39%), 농협판매(8%), 백화점

(6%), 전문점(5%) 순이었음(황명철·김태성 2013). 유통업자는 소분을 겸하는 경우 소매점에 

직접 판매하기도 하며 농협은 소분업자, 각 소매 유통채널, 식품회사 등에 유통·판매하고 있음

(한재환 2014). 

<그림 3> 국내산 양봉꿀 유통 경로

   주: 토종벌꿀 판매는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양봉농협).

   자료: 한재환(2014)을 일부 인용하여 작성함.

◦수입산 꿀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수입권 공매를 통해 유통업체 및 식품회사로 판매된 뒤, 가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됨.

<그림 4> 수입산 꿀 유통 경로

자료: 한국양봉농협.

1.2.3. 교역 부문

◦2019년 주요 FTA 체결국들에 대한 천연꿀1)의 TRQ 물량과 관세율은 <표 4>와 같음. TRQ 물

량은 WTO가 420톤, 미국 246톤, 캐나다 120톤, EU 61톤이며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는 

TRQ 기준 물량이 없음. 

– 관세율은 대부분의 국가가 243%(혹은 1,864원/kg)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베트남산 벌

꿀에 대한 관세는 2014년 FTA 체결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고 있어 2029년 

1월 1일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1) 천연꿀(HS코드: 0409000000)은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

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색

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 인조꿀이나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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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9년 천연꿀 TRQ 물량과 관세율  

WTO 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TRQ 물량 420톤 246톤 61톤 120톤 - - -

관세율 243%(혹은 
1,864원/kg)

243%(혹은 
1,864원/kg)

243%(혹은 
1,864원/kg)

243%(혹은 
1,864원/kg)

162%(혹은 
1,242원/kg)

243%(혹은 
1,864원/kg)

243%(혹은 
1,864원/kg)

주: 관세율은 2019년 2월 기준이며, 금액 기준과 물량 기준 중 고액을 부과함.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천연꿀 수입량은 2013년 689톤에서 2018년 992톤으로 연평균 7.6% 증가함. 반

면 수출량은 2013년 77톤에서 2018년 33톤으로 연평균 15.5% 감소함. 

<표 5> 천연꿀 수입/수출 통계 추이

주기
수입 수출

물량(톤) 금액(백만 원) 단가(원/kg) 물량(톤) 금액(백만 원) 단가(원/kg)
2013년 689 8,270 12,045 77 522 6,789
2014년 776 8,650 11,164 53 320 6,109
2015년 900 10,534 11,654 46 790 17,085
2016년 843 9,277 11,025 29 203 6,963
2017년 935 10,664 11,421 53 414 7,803
2018년 992 13,670 13,754 33 250 7,482

주: 수출입 금액 및 단가는 해당 연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8년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32.2%), 아르헨티나(23.5%), 캐나다(12.2%), 뉴질랜드(9.8%), 

호주(7.8%), 그리스(5.3%), 베트남(5.3%) 순이었음. 수입단가 기준으로는 뉴질랜드 및 호주산 

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뉴질랜드와 호주산 천연꿀의 기능성 품질(예: 마

누카 꿀)을 인정받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 2018년 국가별 수출량은 태국(74.8%), 홍콩(10.8%), 중국(7.4%), 싱가포르(4.0%) 순이었

으며, 수출금액은 태국(42.8%), 홍콩(26.3%), 미국(8.7%) 순이었음. 

◦FTA 체결 등 수입 개방화의 영향으로 꿀의 수입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추세는 앞으로

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FTA 발효 이후 캐나다산 천연꿀은 매해 100여 톤 이상씩 수입되고 있음. 관세율이 매년 낮

아지고 있는 베트남산 천연꿀 역시 가격 경쟁력이 높아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베트남산 꿀은 TRQ 물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2029년에는 관세가 철폐되

므로 향후 베트남산 꿀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한-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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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8년 주요 국가별 천연꿀 수입 및 수출 현황

수  입 수  출
국가 물량(톤) 금액(백만 원) 단가(원/kg) 국가 물량(톤) 금액(백만 원) 단가(원/kg)

미국 320
(32.2%)

3,934
(28.8%)

12,323
　 태국 25

(74.8%)
107

(42.8%)
4,291

　

아르헨티나 233
(23.5%)

1,134
(8.3%)

4,841
　 홍콩 4

(10.8%)
66

(26.3%)
18,155

　

캐나다 121
(12.2%)

761
(5.6%)

6,272
　 중국 2

(7.4%)
13

(5.1%)
5,171

　

뉴질랜드 97
(9.8%)

4,165
(30.5%)

42,802
　 싱가포르 1

(4%)
16

(6.3%)
11,663

　

호주 78
(7.8%)

2,500
(18.3%)

32,129
　 미국 1

(1.6%)
22

(8.7%)
40,821

　

그리스 53
(5.3%)

719
(5.3%)

13,534
　 일본 0

(0.6%)
5

(1.9%)
23,656

　

베트남 53
(5.3%)

133
(1%)

2,531
　 쿠웨이트 0

(0.3%)
0

(0%)
0
　

기타 36
(3.7%)

324
(2.4%)

8,912
　 기타 0

(0.4%)
23

(9%)
153,052

　

합계 992
(100%)

13,670
(100%)

13,754
　 합계 33

(100%)
250

(100%)
7,482

　

주 1) 쿠웨이트에 대한 천연꿀 수출금액은 누락되었음. 

2) 괄호안은 국가별 해당 항목 비중임.

3) 수출입 금액 및 단가는 해당 연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자료: 한국 무역협회 농식품수출정보.

1.3. 양봉산업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양봉산업의 가치는 꿀벌의 화분 매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양봉 산물의 경제적 가

치에 한정됨. 그 결과 양봉산업이 환경과 농업, 경관에 미치는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의 중요도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그에 따라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법령 및 제도 정비 등이 미흡한 수준임.

◦지구에 존재하는 식물의 약 65%가 화분수정이 필요하며, 대부분 곤충류, 비, 조류 바람이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고, 곤충류 중에서는 꿀벌이 대부분의 화분 매개를 담당하고 있음(Barth 

1985, 한재환 2014 재인용).

◦Gallai et al.(2009)은 EU에서 화분 매개 곤충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약 1,529억 유로(약 271조 

원)로 추산하였으며, 미국에서는 Levin(1983), Robinson et al.(1989), Morse & Calderone 

(2000), Losey & Vaughan(2006)은 꿀벌의 가치를 30억 7,400만 달러(약 2조 9,372억 원)에

서 189억 달러(약 14조 6,692억 원)로 산정하였으며, 미국 농무부(USDA)는 화분 매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가치를 150억 달러(약 15조 7,983억 원)로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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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Cook et al.(2007), Keogh et al.(2010), Karasinski(2018)가 화분 매개 가치를 

2억 1천만 호주 달러(약 1,635억 원)~142억 호주 달러(약 11조 6,760억 원)로 추정함. 캐나

다 농업부는 22개 품목에 대한 화분 매개 가치를 39억 7,000만~55억 캐나다 달러(약 3조 

4,788억~4조 8,194억 원)로 산정함.

◦우리나라에서는 정철의(2008)와 한재환(2014)이 꿀벌의 화분 매개 역할에 따른 경제적 가치

를 각각 5조 9,767억 원과 5조 8,671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미국, 호주 및 EU에서 이루어

진 연구는 25~53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정철의(2008)와 한재환(2014)의 대상 품

목은 23개로 적은 편임. 따라서 경제적 가치 추산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추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표 7> 국내외 양봉산업의 화분 매개 가치 측정 연구

해당 국가 구 분 대상품목 가치 평가액

EU Gallai et al.(2009) 기호작물, 견과류, 과일류, 식용유지류, 
채소류, 콩류, 양념류, 곡류, 당류, 서류

1,529억 유로
(271조 2,981억 원)

호주

Cook et al.(2007) 견과류, 과일류, 채소류, 등 25개 품목  2억 1천 만~5억 호주달러
(1,635억~3,893억 원)

Keogh et al.(2010) 견과류, 과일류, 채소류 등 29개 품목 17억 호주 달러
(1조 8,080억 원)

Karasinski(2018) 53개 품목 142억 호주 달러
(11조 6,760억 원)

미국

Levin(1983) 과일류, 견과류, 종자류, 섬유류 등 49개 
품목

189억 달러
(14조 6,692억 원)

Robinson et al.(1989)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곡류 등 51개 
품목

93억 200만 달러
(6조 5,982억 원)

Morse & Calderone 
(2000)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곡류 등 51개 
품목

145억 6,300만 달러 
(16조 4,650억 원)

Losey & Vaughan 
(2006)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곡류 등 51개 
품목

 30억 7,400만 달러
(2조 9,372억 원)

USDA(ARS, 2014) 견과, 과일, 채소류 150억 달러 
(15조 7,983억 원)

캐나다 AAFC(2016) 과일류, 베리류, 과채류, 유지작물류, 
사료작물등 22개 품목

39억 7,000만~55억 캐나다 달러
(3조 4,788억~4조 8,194억 원)

한국
정철의(2008) 과채, 과일, 곡물류 등 23개 품목 5조 9,767억 원
한재환(2014) 과채, 과일, 특용작물류 등 23개 품목 5조 8,671억 원

주: 각 연구의 화분 매개 가치는 해당 연도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자료: 한재환(2014), 저자 일부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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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봉 농가 경영 현황과 지원 대책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18년 농가 순소득 전년 대비 크게 감소

2.1. 2018년 이상기후와 질병에 따른 벌꿀 생산량 감소

◦벌꿀 생산량은 2014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신규 양봉 농가 증가에 따른 

사육 군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밀원수 감소에 따른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와 병충해에 의한 생산

성 하락으로 벌꿀 생산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천연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9% 감소한 5,395톤에 불과하였으며, 주 원인은 이상기

후로 추정됨. 2017년 여름 가뭄 및 미국 선녀벌레 피해로 아까시나무의 꽃대 형성이 부진하였음

(한국 양봉농업협동조합 자료).

– 2018년 아까시나무꽃 개화 전 고온 현상(4월 10일~20일 기온 20~30℃)으로 아까시나무 

잎과 꽃대가 비정상 발육한 상태에서 저온 현상(4월 23일~27일 –5℃~5℃)이 발생해 잎과 

꽃대가 냉해로 손실됨. 또한, 살아남은 꽃대도 발육 저하(평년 대비 50% 짧음)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꽃송이 숫자는 평년의 40%에 불과하였음.

◦본격적인 아까시나무 꿀 채취 시기인 5월에 잦은 강우와 저온 현상으로 꿀벌 바이러스 질병 발생

률 상승 및 그에 따른 꿀벌 폐사 증가로 아까시 꿀 생산량이 급감함(한국 양봉농업협동조합 자료).

– 남부지방 주 채밀 시기(5월 1~10일)에 강우(5월 6, 7일) 및 저온 현상(평균기온 16.2℃)이 발생함.

– 중부지방 주 채밀 시기(5월 10~20일)에 강우(5월 12~13일, 16~18일) 및 저온 현상(평균

기온 16.3℃)이 발생함.

– 북부지방 주 채밀 시기(5월 20~30일)에 한랭전선 형성에 따른 저온 현상(평균기온 17.5℃)

이 발생함.

<표 8> 벌꿀 생산량

연도 천연꿀 사양꿀2)
합계(톤)생산량(톤) 비율(%) 생산량(톤) 비율(%)

2014 21,414 87.0 3,200 13.0 24,614
2015 19,878 83.6 3,899 16.4 23,777
2016 12,585 87.3 1,831 12.7 14,416
2017 11,216 74.3 3,876 25.7 15,092
2018 5,395 55.7 4,290 44.3 9,685

자료: 한국양봉협회 내부자료.

2) 천연꿀은 자연의 꽃이나 수액 등에서 얻은 꿀이며, 사양꿀은 꿀벌을 키우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꿀을 의미함

(김기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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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봉 농가 소득 변화

◦양봉 농가 조수입은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이상 기후로 벌

꿀 생산량이 감소함. 이에 따라 2018년 꿀벌 100군당 조수입은 전년의 6,466만 원에서 

38.1% 감소한 4,002만 원으로 집계됨(한국양봉협회).

– 이에 따라 순소득은 2017년의 2,692만 원에서 92.3% 감소한 약 208만 원으로 추정됨.

◦양봉 전업농일수록 소득 감소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대규모 경영에 따른 투자금

이 많은 특성과 함께 이동 양봉의 특성상 교통비용과 이에 따른 인건비, 사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임(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자료, 2018). 

<표 9> 양봉 농가 소득 추이

단위: 천 원

연도 조수입 생산비 소득 1군당 소득
2013 64,070 35,968 28,102 281
2014 62,003 36,098 25,905 259
2015 62,969 37,254 25,715 257
2016 64,604 37,524 27,080 271
2017 64,662 37,744 26,918 269
2018 40,019 37,944 2,075 20

주: 조수입, 생산비, 순소득은 100군 기준임.

자료: 한국양봉협회 내부자료.

2.3. 정부 지원 대책

2.3.1. 양봉 농가 요구사항

◦2018년 이상기후에 따른 벌꿀 생산량 감소로 양봉 농가는 소득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양봉 농가의 재해 지정 요구 및 양봉사료 지원대책,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밀원수 식재 확보 및 밀원수 식재 산림의 직불제 

실시, 전업 양봉 농가 육성 정책, 양봉업 허가제 및 거리제한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음(한국

양봉농업협동조합 자료 2018).

2.3.2. 정부 지원대책3)

◦산림청에서는 밀원 확보를 위해 밀원수종 산림의 확대 및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 중임. 국유림

을 중심으로 아까시나무 등 밀원수림을 5개 권역에 연간 15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유림 밀원 산림의 단지화를 추진할 계획임. 

3) 농림축산식품부 “2018 토종벌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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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가꾸기 사업에서 아까시나무와 싸리나무 등의 밀원식물을 보존할 방침이며, 3ha 이상 국

유림 조림 지역을 밀원 산림으로 관리할 예정임. 사유림의 경우 밀원수종 조림 희망 지역에 

조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

– 밀원으로 활용 가능한 유채, 자운영, 메밀의 식재를 확대 유도하며, 조사료 생산을 위해 밀원

식물(유채,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을 재배할 경우 종자 대금을 지원할 예정임.

◦농촌진흥청에서는 질병 저항성과 수밀력이 강한 우수 꿀벌 품종 선발을 지속 추진하여 벌꿀 생

산성이 우수한 여왕벌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 2015년에 신품종(장원벌)을 개발 및 

보급한 바 있으며, 양봉 농가가 장원벌(여왕벌)을 사육할 경우 벌통을 지원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 및 기자재 지원범위

를 확대하였음. 스테인리스 드럼통, 리프트, 말벌 트랩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융자 

80%, 연리 1%), 봉사(蜂舍) 확보를 위한 부지 구입비를 평당 5만 원 이내, 연리 2% 또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꿀벌 전염병 방역 약품으로 2018년 기준 48억 2,700만 

원(보조 70%, 지방비 30%)이 지원됨.

◦검역본부에서는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꿀벌 질병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질병 감염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질병 진단체계 구축 및 치료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꿀벌 전염병 감염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음. 꿀벌 전염병 

방역 약품으로 2018년 기준 48억 2,700만 원(보조 70%, 지방비 30%)이 지원됨.

◦유통기반 구축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꿀 가공업체에 가공시설 자금을 융자 80% 조건으로 농업종

합 자금을 통해 지원 중임. 또한 벌꿀 수매자금 지원(융자 100%, 금리 2.5% 또는 변동선택, 2년 

이내 상환)을 통해 꿀 가공품 생산 및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음.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양봉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담당 기관에서는 양봉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봉산업법)’이 2018년 11월에 발의된 상태임. 양봉 

산업법의 주요 내용으로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양봉 전문인력 양성 방안, 우수꿀벌 개량 육

종 보급, 국공유림 밀원식물 식재, 꿀벌 병해충 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자료, 김지홍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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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봉 선진국가 사례

주요 선진국은 벌꿀 생산보다 화분 매개 기능에 집중

3.1. 미국4)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 산하 농업 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이 꿀벌 

연구 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연구 기관은 꿀벌 육종, 번식, 질병, 생산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며, 루이지애나주 바톤루지, 메릴렌드주 브레스빌, 유타주 로건, 아리조나주 투싼, 텍사스주 

웨슬라코에 위치하고 있음. 

◦미국의 꿀벌 사육 군수는 201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증

감을 되풀이하고 있음. 2017년 미국 꿀벌 사육 군수는 266만 9천 군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21만 3천 군보다 12.5배 많은 꿀벌을 사육하고 있음. 벌꿀 생산량은 6만 6,880톤, 벌꿀 평균 

가격은 4.8달러/kg(5,392원/kg)으로 조사되었으며, 벌꿀 생산액은 약 3억 1,831만 달러

(3,599억 원)로 추정됨.

<표 10> 미국 꿀벌 사육 및 벌꿀 생산 현황

　연도 사육군 수
(천 군)

군당 생산량
(kg)

생산량
(톤)

재고량
(톤)

평균가격 벌꿀 생산액
(달러/kg) (원/kg) (천 달러) (백만 원)

2011 2,491 27 67,206 16,653 3.9 4,330 261,850 290,159
2012 2,539 25 64,460 14,419 4.4 4,950 283,454 319,419
2013 2,640 26 67,723 17,286 4.7 5,173 320,077 350,497
2014 2,740 29 80,756 18,660 4.8 5,045 387,381 407,997
2015 2,660 27 70,914 19,118 4.6 5,195 326,081 368,957
2016 2,775 26 73,333 18,688 4.7 5,431 343,028 398,084
2017 2,669 25 66,880 13,851 4.8 5,392 318,308 359,955

주: 평균 가격 및 생산액은 해당 연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자료: USDA NASS, Honey 2012~2018.

◦2016년 미국 양봉업계의 화분 매개 총수익은 3억 5,422만 달러(약 4,111억 원)로 집계됨. 이 

중 아몬드 화분 매개 수입이 2억 8,056만 달러(3,256억 원)로 전체 화분 매개 수익의 79.2%를 

차지하고 있음. 사과와 블루베리 화분수정으로 각각 1,017만 달러(약 11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함.

4) Hellerstein et al.(2017)을 인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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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매개에 투입된 군 수는 총 29억 7,780만 군이었으며, 이 중 아몬드에 전체 군수의 

56.4%인 16억 8천만군이 투입되어 아몬드가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

으로 나타남. 

– 투입군당 평균 수익은 119달러(13만 8천 원)였으며, 아몬드 화분 매개에 이용된 꿀벌의 투입

군당 수익은 167달러(19만 4천 원)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임. 이외 크랜베리 74.6달러(8만 7

천 원), 블루베리 66.5달러(7만 7천 원), 알팔파 화분 매개가 63.6달러(7만 4천 원)의 수익을 

창출함.

◦미국의 2016년 화분 매개 수익 3억 5,422만 달러(약 4,111억 원)가 벌꿀 생산액 3억 4,303만 

달러(약 3,981억 원)보다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양봉 농가도 직접 생산물인 벌꿀 이외에 

화분 매개를 통한 수익을 추가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11> 2016년 화분 매개 수익 상위 10개 품목

품목 지역
투입군 수 화분 매개 수익 투입군당 수익 품목 생산액

(천 군) (천 달러) (백만 원) (달러) (천 원) (천 달러) (백만 원)
아몬드 6, 7 1,680,000 280,560 325,590 167.0 194 5,325,000 6,179,663
사과 1, 2, 4, 5, 6, 7 183,400 10,167 11,799 52.6 61 3,394,185 3,938,952

블루베리 1, 2, 3, 5, 6, 7 147,000 10,166 11,798 66.5 77 584,150 677,906
체리 1, 4, 5, 6, 7 134,100 7,711 8,949 51.8 60 703,228 816,096

멜론류
(수박 포함) 1, 2, 3, 5, 6, 7 133,500 7,156 8,305 53.6 62 825,072　 957,496

크랜베리 1, 5, 6, 7 88,000 6,740 7,822 74.6 87 27,455 31,862
알팔파 6, 7 92,000 5,851 6,790 63.6 74 8,729,134 10,130,160
자두 6, 7 46,000 2,962 3,437 64.4 75 104,760 121,574

아보카도르 6, 7 69,000 2,815 3,267 40.8 47 295,797 343,272
오이 1, 2, 3, 6, 7 42,500 2,112 2,451 48.6 56 176,983 205,389
기타 -　 362,300 17,977 20,862 49.6 58 -　 -
총계 -　 2,977,800 354,217 411,069 119.0 138 -　 -

주: 1지역: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매사추세츠, 메인,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2지역: 알라바마, 델라웨어, 조지아, 켄터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3지역: 알칸사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주리, 미시시피,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4지역: 콜로라도,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타, 유타, 와이오밍

5지역: 알래스카,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

6, 7지역: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 각 수익 및 생산액은 2016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자료: Hellerstein et al.(2017).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양봉을 할 경우 주정부 산하 농업부

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몬태나주와 사우스다코타주는 꿀벌 전염병 방지를 위해 양봉 

농가가 3마일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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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미국의 주별 양봉 농가 규제 항목

주 양봉 농가 규제 조항 양봉 농가 사이 
거리제한 규정

캘리포니아 -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봉을 할 경우 해당 카운티에 등록해야 함. 없음

플로리다 - 양봉 농가는 플로리다 주정부의 농업부 및 소비자 보호부에 등록해야 하며 꿀벌 
해충에 대한 검역서류를 제출해야 함. 없음

조지아
- 양봉 농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님.
- 면허를 가진 경우만 상업적 꿀벌 및 여왕벌 판매가 가능함.
- 기타 양봉(취미농, 화분수정, 벌꿀생산) 시 면허 및 검역은 필요하지 않음.

없음

미네소타 - 2006년 1월부터 양봉 농가의 미네소타 주정부의 농업부 등록은 폐지됨.
- 주 농업부는 살충제 사용 현황 및 오남용 방지 관리를 시행 중임. 없음

몬타나

- 상업적 양봉(5군 이상 사육)은 몬타나 주정부의 농업부에 등록해야 함.
- 꿀벌 전염방 방지 및 적정 수준 밀원 유지를 위해 양봉 농가는 타 양봉 농가와 

3마일의 거리를 이격해야 함.
- 화분매개용 꿀벌 사육농가의 경우 3마일의 거리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사육군수 및 사육기간에 제한이 있음.

있음

노스다코다 - 모든 양봉 농가는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유사시 감독기관에 의한 방역 및 
격리조치가 가능함. 없음

사우스다코다 - 양봉 농가는 타 양봉 농가와 3마일의 거리를 이격해야 함. 있음

자료: Hellerstein et al.(2017).

◦각 주정부는 밀원지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및 철로 옆, 국립공원 또는 토지 관리국, 산림청 소

유 국공유지 및 산림에 밀원식물을 이식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식물 생태계 변형에 따른 자연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사유지를 대상으로 CP42 화분매개 곤충 서식지(Pollinator Habitat)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이 프로그램은 꿀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과거 농경지로 이용된 토지에 밀원식물(9종)을 재배

하여 밀원 확보 및 화분 매개 기능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됨(Hellerstein et al. 2017). 

– 2011년 시행 초기에는 4만 5천 에이커(약 18,211ha)의 토지가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으며 이

후 2016년에는 34만 2천 에이커(약 138,403ha)로 확대됨. 

– 나무 잔해 및 덤불 등이 형성되면서 벌꿀 서식지에 알맞은 환경이 만들어져 밀원식물과 함께 

꿀벌 개체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최소 참여 면적은 0.5에이커(약 0.2ha)이며, 참여 시 10년 동안 밀원식물을 유지해야 함. 가

입 시 보조금이 지급되며 매년 토지 임차료를 감안하여 산정된 보조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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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캐나다5)

◦캐나다의 양봉 사육 가구 수는 2012년 8,312가구에서 2017년 10,544가구로 매년 평균 4.9% 

증가했음. 사육군 수는 2012년의 69만 37군에서 2017년 78만 9,598군으로 연평균 2.7% 증

가했음. 다만 같은 기간 가구당 봉군 수는 83군에서 74.9군으로 하락하였음. 

◦캐나다의 최근 6년간(2012~17) 평균 꿀 생산량은 40,186톤이었고 생산액은 1억 8,909만 캐

나다 달러(1,815억 8,300만 원)였음. 최근 6년간 평균 수출량은 14,894톤으로 평균 생산량의 

37.1%를 차지했음. 

<표 13> 캐나다 꿀 생산 및 수출 현황

연도 생산량(톤)
생산액

수출량(톤) 수출 비중
천 캐나다 달러 백만 원

2012 41,168 176,206 198,630 18,224 44.3%
2013 34,685 181,283 192,785 12,266 35.4%
2014 38,847 209,241 199,518 9,456 24.3%
2015 41,735 210,483 186,341 11,979 28.7%
2016 42,900 169,260 148,317 17,954 41.9%
2017 41,779 188,039 163,910 19,485 46.6%

평균(2012~17) 40,186 189,085 181,583 14,894 37.1% 

주 1) 생산량은 1,000파운드를 0.453592톤으로 단위를 환산하였음. 

2) 생산액은 각 연도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였음. 

자료: AAFC(2017, 2018). 

◦캐나다 농업부는 2016년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39억 7,000만~55억 

캐나다 달러(약 3조 4,788억~4조 8,194억 원)로 평가한 바 있음(AAFC 2016).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에서 시행하는 양봉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6)

– 양봉업을 시작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또

한 농가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음. 

– 병해충 발생과 같은 벌의 건강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응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앨버타주 농

림부는 법률(Bee Act)에 따라 필요한 조치(조사, 감시, 치료, 수출입 규제, 격리 조치 등)를 

취할 수 있음. 

– 꿀 등급 판정은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라벨링은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정한 최소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음. 

5)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7, 2018)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6) 앨버타주는 2017년 기준 캐나다 전체 꿀 생산량의 43.2%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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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농가에 봉군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도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음. 

◦앨버타주에 있는 레스브리지 연구개발센터(The Lethbridg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와 작물 다양화 센터(Crop Diversification Centre North)에서는 벌의 건강 상태 유

지와 지속가능한 화분 매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주제로는 병해충 종합 관리, 병해충 관리수단 개발, 농약이 벌에 미치는 영향, 꿀의 품질

과 안전성, 벌 관리와 영양, 벌 사육, 작물 화분 매개 등이 있음. 

3.3. 호주 

◦호주 양봉산업에서 주된 생산물은 벌꿀이며 밀납, 여왕벌, 패키지벌, 프로폴리스 등도 생산하고 

있음. 농작물과 야생식물에 대한 화분 매개 서비스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5~16년 호주 양봉 농가의 수는 13,390호였고, 호주 전역에서 44만 8,300군을 사육하고 

있었음. 2006~07년과 비교할 때 농가 수는 3천 호 넘게 증가했으나 대부분 영세농이었으며 

상업농 수는 오히려 약 25% 감소했음. 호주는 태즈매니아(Tasmania)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

서 농가와 봉군을 등록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음(van Dijk et al. 2016). 

◦호주의 최근 7년간(2010~16) 평균 천연꿀 생산량은 12,846톤이었고 생산액은 약 3,890만 

달러(약 435억 원)였음. 최근 7년간 평균 수출량은 4,836톤으로 평균 생산량의 37.9%를 차지

했음.

<표 14> 호주 천연꿀 생산 및 수출 현황

연도 생산량(톤)
생산액

수출량(톤) 수출비중
백만 달러 백만 원

2010 14,418 39.6  45,788 5,487 38.1%
2011 10,000 33.7  37,343 4,320 43.2%
2012 12,006 39.9  44,963 4,560 38.0%
2013 13,864 42.4  46,430 5,374 38.8%
2014 13,539 41.6  43,814 4,410 32.6%
2015 13,212 37.6  42,544 5,243 39.7%
2016 12,884 37.5  43,519 4,457 34.6%

평균(2010~16) 12,846 38.9  43,486 4,836 37.9%

주: 생산액은 FAO에서 U.S. 달러 기준으로 발표한 수치이며, 원화 금액은 해당 연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치임.

자료: FAO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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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식물보건당국(Plant Health Austalia) 주도로 꿀벌응애(Varroa mites), 중국 가시응

애(Tropilaelaps mites), 기문응애(Tracheal mite) 등 외래 병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항구 주변에서 국가 꿀벌병해충 감시프로그램(National Bee Pest Surveillance Program: 

NBPSP)을 운영하고 있음(NBSP 홈페이지). 

– NBPSP는 병해충의 조기 탐지 및 관련 정보 제공으로 호주의 병해충 청정국 지위 유지에 도

움을 주고 있음.

– 외래질병이나 해충이 실제로 발생하면 호주수의검역비상계획(Australian Veterinary 

Emergency Plan)에 의하여 순차적 방제를 하게 됨. 특이사항은 외래해충에 대한 박멸 프로

그램이 가동되면 수혜자인 양봉업자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함(정철의 2014).

◦Karasinski(2018)는 2014~15년 호주 꿀벌 화분 매개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142억 호주 달

러(약 11조 4,145억 원)로 추정하였음. 

3.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최근 7년간(2010~16) 평균 천연꿀 생산량은 15,345톤이었고 생산액은 7,530만 

달러(8,394억 원)였음. 평균 수출량은 8,433톤으로 평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했음. 

<표 15> 뉴질랜드 천연꿀 생산 및 수출 통계

연도 생산량(톤) 생산액 수출량(톤) 수출 비중백만 달러 백만 원
2010 12,553 55.0 63,594 7,307 58.2%
2011 9,450 49.4 54,741 5,471 57.9%
2012 10,385 52.2 58,823 7,719 74.3%
2013 17,823 100.2 109,723 8,757 49.1%
2014 17,608 101.7 107,112 9,504 54.0%
2015 19,710 82.9 93,801 10,646 54.0%
2016 19,885 86.0 99,803 9,626 48.4%
평균 15,345 75.3 83,942 8,433 55.0%

주: 생산액은 FAO에서 U.S. 달러 기준으로 발표한 수치이며, 원화 금액은 해당 연도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치임.

자료: FAO Statistics.

◦뉴질랜드의 2017년 양봉 농가의 수는 7,814호였고, 사육군 수는 79만 5,578군으로, 호당 사

육군 수는 101.8군이었음(MPI 2018). 뉴질랜드에서 양봉을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하여 고유번

호를 부여받고, 양봉장의 위치도 위성 좌표를 찍어 등록하고 있음(정철의 2014). 

◦뉴질랜드에서 제조·판매하는 벌꿀과 양봉산물은 기본적으로 식품법(Food act 2014)과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벌꿀은 추가로 투틴(tutin)7) 함유 최대허용기준(0.7m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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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산 벌꿀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라벨에 제품명, 생산지, 유통기한, 보관방법, 

영양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뉴질랜드 식품안전청 2018). 벌꿀이나 양봉 산물

을 수출할 경우 위험 관리 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 인증8)을 받도록 되어 있음. 

◦뉴질랜드 농림부는 밀원수 조성, 꿀 품질 관리, 화분 매개 기능 활성화, 병해충 관리, 꿀 섭취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표 16>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 밀원수 조성을 위해 마누카 조림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화분 부족 시기 벌 개체유지를 

위한 밀원식물 재배 사업(2014년 11월 종료)을 시행한 바 있음. 

– 꿀 품질 관리를 위해 마누카 꿀 프로그램(2017년 2월 종료)을 시행하였음. 

– 화분 매개 기능 활성화를 위해 화분 매개와 꿀 생산을 위한 전략적 조림지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벌 생산 사업(2017년 2월 종료)을 시행하였음. 

– 병해충 관리를 위해 버들왕진딧물 구제, 벌 병원균 대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 꿀 섭취 안전성 확보를 위해 피롤라이지딘 알칼로이드에 대한 협동연구를 진행 중임. 

<표 16> 뉴질랜드 농림부가 지원하는 양봉산업 관련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설명 종료 기간
 마누카 조림지 적극 조성

(High-performance Mānuka Plantation)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용 마누카 꿀을 생산하는 조
림지를 이동시킴. 진행 중

화분매개와 꿀 생산을 위한 전략적 조림지 
구축(Tree for bees: Strategic plantations 

for pollination and honey)

꿀 생산과 양봉산물 수출 증가를 위해 넓은 범위의 농업 분야를 개
발함. 진행 중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벌 생산(Tree for bees: 
Producing abundant bee pollinators for 

sustainable farming)

농작물의 화분매개를 위해 건강한 벌의 개체 수 증가 목적. 고단
백 화분을 제공하는 수목을 조성과 그에 따른 벌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연구함.

2017년 2월 

화분 부족 시기 벌 개체유지를 위한 밀원식물 
재배(Tree for bees: Flowers for healthy 

bees in times of pollen dearth)

고단백 화분 식물 선별 및 재배를 권장함. 이를 통해 벌의 건강 
상태 개선과 화분부족시기 개체 유지에 도움이 됨. 2014년 11월 

버들왕진딧물9) 구제
(Combating the Giant Willow Aphid)

버들왕진딧물이 미치는 경제적 손실 및 버들왕진딧물에 저항성
을 가진 버드나무 품종 선별, 버들왕진딧물의 생물학적 특징을 연
구·조사함. 

진행 중

피롤라이지딘 알칼로이드에 대한 협동연구
(A collaborative industry approach to reduce 
the threat of pyrrolizidine alkaloids in honey)

꿀에 존재하는 피롤라이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는 꿀의 식품 안전성과 시장 접근성에 위협이 됨.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진행 중

벌 병원균 대처 프로그램
(Bee pathogen programme)

병해충과 병원균이 1) 봉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2) 피해 
지역은 어디인지, 3) 양봉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임.

진행 중

마누카 꿀 프로그램
(Manuka honey science programme) 마누카 꿀의 과학적 기준을 정의 및 승인함. 2017년 2월 

 자료: MPI (2018). 

7) 투투나무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은 투틴이라는 독소를 함유할 수 있으며, 투틴은 동물과 인간에게 잠정적인 신경독으로 알려짐.

8) 위험 관리 프로그램은 꿀과 양봉 산물 제조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를 돕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뉴질랜드 축산물 기준법

(Animal Product Act 1999)에서 다루고 있음. 

9) 버들왕진딧물(giant willow aphid)은 뉴질랜드에서 2013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외래 곤충이며 버드나무의 건강을 악화시켜 생산성 감

소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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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본

◦일본의 양봉 사육 가구 수는 2012년 5,934가구에서 2018년 9,578가구로 매년 평균 8.3% 증가

하였으나 사육군 수는 2012년의 18만 4천 군에서 2018는 21만 3천 군으로 2.5% 증가에 그쳤

음.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사육군 수는 2012년의 31군에서 2018년에는 22.2군으로 감소함.

<표 17> 일본의 양봉 사육 가구 수 및 사육 군수 현황

단위 : 호, 천 군, 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육 가구 수 5,934 8,312 9,306 9,567 9,452 9,325 9,578

사육군 수 184 204 210 213 212 213 213
가구당 평균 사육군 수 31.0 24.5 22.6 22.3 22.4 22.8 22.2

자료: 양봉을 둘러싼 정세(養蜂をめぐる情勢) 2018.

◦일본의 양봉 사육 가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육 가구 수의 37.9%, 사육군 수는 

8.9%에 불과하며, 가구당 평균 사육군 수 역시 우리나라의 23.5%에 불과함. 이에 따라 일본의 

벌꿀 자급률은 2017년 기준 6.2%에 불과하며, 전체 수입벌꿀 중에서 중국산 벌꿀의 비중이 

69.6%를 차지하고 있음(양봉을 둘러싼 정세 2018).

◦일본에서는 양봉업에서 화분 매개 기능이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약 3,500억 엔(3조 

5,298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직접 생산물 가치 82억 엔(827억 원)의 

42.7배에 해당하는 수치임(일본양봉협회 홈페이지, 황명철·김태성 2013에서 재인용). 

◦이에 일본 정부는 양봉 진흥법을 통해 꿀벌의 화분수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양봉 진흥법은 1955년에 제정되었으며, 2012년 6월 개정을 통해 꿀벌 관리지침 도입, 밀원식

물 보호와 증식 정책 등을 추가하였음(양봉을 둘러싼 정세 2018).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서 밀원식물 보호 및 증식에 대한 정책 시행을 명시하였으며, 각 도도

부현에서는 꿀벌 사육 현황 및 밀원 상태 파악을 통해 적정 봉군 배치 및 질병 방역을 위한 조

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조치는 부저병을 비롯한 전염병 방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임. 

벌을 키우고자 할 때 취미농 또는 전업농을 불문하고 매년 주소지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사

육군 수와 장소, 기간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동 양봉의 경우에도 사전에 이동하려는 곳의 지

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김다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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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꿀벌 수급 조정 시스템을 2009년부터 도입하여 시설 원예 작물의 화분교배 노동력 및 비

용 절감과 양봉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음. 농림수산성에서는 각 도도부현 내에서 봉

군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여 수급을 조정하고, 부족할 시 타 도도부현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

급조절을 하고 있음(需給調整システム(イメージ)). 

<그림 5> 일본의 화분 매개 꿀벌 수급 조정 시스템

자료: 需給調整システム(イメージ).

◦추가로 2018년 산지 활성화 종합대책사업 중 양봉 등 진흥강화 추진사업예산 2,574백만 엔

(256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양봉산업 지원을 하고 있음. 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밀원 확보, 

곰으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와 꿀벌 위생·사양 관리 기술 보급 지원, 화분교배용 곤충 안정확보

를 위한 재래종 호박벌(bumblebee) 이용 확대 지원책 등이 포함됨(양봉을 둘러싼 정세 2018).

– 밀원식물 식재 지원을 위해 장기간 이용 가능한 밀원 수목을 중심으로 밀원식물 재배 및 관리

를 지원하며, 봉군 적정배치를 추가로 지원함.

– 기존에 시설재배용 작물의 화분수정에 주로 이용되었던 서양뒤영벌을 재래종 호박벌로 전환

하기 위한 실증 및 강습회를 지원하며, 꿀벌을 이용하여 화분수정 시 시설 농가와 양봉 농가

의 연계를 지원하여 생산비용 절감과 꿀벌의 안정적 확보를 유도함.

– 양봉 농가에 대한 사육 관리 및 기술지원과 곰에 의한 꿀벌 피해 실태 조사와 분석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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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약 및 시사점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도 주목 

기후변화 대응과 철저한 질병 관리, 밀원식물 확대 방안 필요

◦양봉업은 화분 매개 기능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으

며, 양봉 산물은 농가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음. 

– 2017년 전 세계 벌꿀 생산량은 241만 톤이며,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22.5%를 차지하고 있

음. 우리나라는 세계 벌꿀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

◦양봉업은 경종 및 타 축산업보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높은 자본회전율, 비교적 적은 노동

력 소모 등의 장점이 있음. 이에 따라 귀농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선호되는 품목이며, 최근 

양봉 사육 가구 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양봉 산물로는 벌꿀과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봉독 등이 있

으며 이 중 벌꿀이 전체 생산액 2,288억 원 중 53.7%인 1,228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벌꿀 수입국의 관세율은 243%가 적용되나, 베트남산 벌꿀에 대해서는 2014년 FTA 체

결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베트남산 벌꿀의 국내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됨.

◦우리나라에서 양봉산업의 가치는 양봉 산물의 경제적 가치에 한정되었음. 그 결과 양봉산업이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소평가되

어 있음.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양봉 산물뿐만 아니라 꿀벌의 화분 매

개 가치액을 평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꿀벌의 화분 매개 가치를 30억 7,400만~189억 달러(약 2조 9,372억 원~14조 

6,692억 원)로 추산하였으며, EU는 529억 유로(약 271조 원), 호주는 2억 1천만~142억 호

주 달러(1,635억 원~11조 6,760억 원), 캐나다는 39억 7,000만~55억 캐나다 달러(약 3조 

4,788억~4조 8,194억 원)로 산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연구에서 5조 8,671~5조 9,767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분석 대상 

품목이 상대적으로 적어 화분 매개 가치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2018년 발생한 이상기후로 천연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1.9% 감소하였으며, 양봉 농가의 순

소득은 2017년 2,692만 원에서 2018년 약 208만 원으로 92.3%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양봉 

농가에서는 소득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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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밀원 확대, 종봉 개량 및 보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원, 질병 관리 강화 방안, 유통기반 구축 및 품질 관리 방안 등을 계획 및 시행 중임.

– 그러나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양봉 농가 소득 감소에 대비한 지원 정책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담당 기관에서는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외 선진국에서는 꿀벌의 직접 생산품인 벌꿀보다는 화분 매개 가치에 집중하고 있음. 미국의 

양봉 농가는 벌꿀 생산액보다 화분 매개 수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꿀벌의 화분 매개 기능에 주목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벌꿀 생산보다는 

화분수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우선시하고 있음. 

◦따라서 양봉 농가에서는 벌꿀 생산 외에 화분 매개를 통한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으며, 양봉인 단체에서는 현재 자발적 납부에 의지하고 있는 자조금을 의무화하여 무임승차 문

제를 해결하고, 자조금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비 촉진 홍보와 지속적인 양봉산업 조사 연구사업

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재 발

표되고 있는 양봉산업 통계 수치가 발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

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지장을 주고 있음. 추가로 벌꿀 질병과 병해충 관리, 밀원식물 확충

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품질 등급 관리를 통한 제품 고급화로 수입산 꿀과

의 차별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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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 ‧ 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제175호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정민, 김창호, 김용렬)

2018년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제169호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회,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제163호 한 ‧ 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 ‧ 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 ‧ 중, 한 ‧ 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 ‧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 ‧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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