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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

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

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

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2009년도 제주 지역 콩 재배면적은 7,639ha, 생산

량은 14,637톤으로 10a당 수량이192kg으로 이전 연

도에 비해 단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9년도

콩 생산관련 전국대비 제주지역의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은 10.9%이고, 생산량은 10.5% 이다. 제주도의

경우 콩 재배면적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재배

되고 있는 콩의 종류는 상당부분 콩나물콩과 두부제

조를 위한 콩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

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

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

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

(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

한 민감도분석이다.

2.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방법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투자에 따른

가치의 순증가분을 나타내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와, 투자수익률을 나타내는 내

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구하여 사

용하였다.

단일 투자안을 분석하는 경우 두 방법이 같은 평

가결과를 가져오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복수의 투

자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분석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이 적용상에 여러 문제가 있어 순현재가치

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순현재가치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현재와 미

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

(discount rate)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여 투자

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순현재가치(NPV)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투자에 따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투

자에 따른 현금지출액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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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시점의 영업현금흐름

 : t시점의 투자액

 : 할인율

 : 투자안의 내용연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이란 식

(1)의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는 투자의 내용연수 동안의 연평균 투자수익률

의 의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2)

투자의 경제성 평가의 기준은 단일 투자안을 분석

하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내부수익률 또는 투자수익률을 이용하는 경

우 투자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큰가를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게 된다.

3. 콩류가공사업의 투자 타당성분석

3.1 기본가정
첫째, 콩류 가공사업의 경우 투자의 내용연수는

10년(2012～2021)으로 하며 내용연수동안 신규투자

나 단순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즉, 10년동안 영업활동을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둘째, 투자시점에 투자에 필요한 현금지출 전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셋째, 건물 및 설비규모 표준시안에서 제시하는

콩나물 1100가마, 두부 3,600가마의 100% 조업도하

에서의 연간 처리가능 물량으로 한다. 다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두부의 가공물량에 대해서 2,700가마,

1800가마 등의 수준을 가정하여 분석했다.

넷째, 일반물가수준은 각 경제 연구기관들의 대략

적인 최근의 추정 물가 상승률인 3%가 10년간 유지

될 것으로 가정했다(KDI 2.9%, 한국경제연구원

3.2%, 삼성경제연구소 3.1%).

다섯째, 감귤 기능성 물질 사업에 따른 상시인력

구성은 CEO 1명, 공장장 1명, 회계담당 1명, 기술직

원 5명, 배송 1명, 마트판매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가정한다.

여섯째, 할인율은 투자안의 내용연수와 같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5%에 과거기간의 한국주식시장

의 평균위험프리미엄 3%을 더해 기준할인율로 사용

했다.

일곱째, 법인세율의 적용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분 25%, 1억원 이하분에는 13%를 적용했다. 따라서,

영업이익 1억원 초과 시 법인세율(25%)+주민세율

(2.5%)=27.5%를, 1억원 이하 시 법인세율(13%)+주

민세율(1.3%)=14.3%를 세율로 적용한다.

3.2 사업 비용 추산
전체사업비는 15억6천만원인데 국비 12억 8천만원

(12억 2천만원+설계감리비 6천만원), 민간투자 3억 8

천만원(매칭 민간투자 2억8천만원+추가민간투자 1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직접 공사비는 14억원(건물+설비시설+교

육장비+HACCP시설등+저장실), 설계감리비 6천만원,

토지구입비 7천만원, 차량구입비 3천만원 등으로 용

도상 재분류된다.

[표 1] 해거름 영농조합법인의 총투자 규모
구 분 총투자규모(천원)

건물 400,000

설비시설 600,000

교육장비 50,000

HACCP시설등 250,000

저장실 100,000

설계, 감리비 60,000

차량구입비 30,000

토지구입비 70,000

합계 1,560,000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된다. 고정비는

콩류가공공장 운영을 위해 상시 고용이 필요한 직원

의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보수비 및 사무비로 구성

된다. 콩류 가공공장 운영을 위한 상시인력구성은

CEO, 회계담당, 공장장, 설비담당, 배송담당 각각 1

인, 일반직원 4명, 마트판매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했다. 콩류 가공업에 종사하는 숙련

종사자 1인당 평균인건비는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외

노동비용을 합한 2,461,045원에서 기타 임금상승을

다소 고려해 2,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해거름 영

농조합법인의 콩류 가공사업의 경우 CEO는 1인당

평균인건비의 2배수, 공장장은 1.5배, 그리고 마트판

매원은 0.7배를 가정하여 추산했다. 따라서 콩류 가

공공장의 고정 인건비 총액은 다음과 같이 399,000

천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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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총투자비 15억 6천만원중 토지매입

비용 7천만원을 제외한 14억 9천만원이 감가상각의

대상이다. 그리고 설계감리비용은 분석의 편의를 위

해 건축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햇다. 감가상각기

간은 건물 및 구축물은 20년, 기계설비(차량포함) 등

은 10년을 가정했다. 이 경우 매년 상각액은 건물

및 구축물(4억 6천만원)은 연 2천3백만원, 기계설비

등(10억 3천만원)의 감가상각액은 1억 3백만원이므

로 연간 총감가상각액은 1억2천6백만원으로 설정했

다. 단, 콩류 가공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

공보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조정은 없는 것으로 설정

했다.

보수비는 직접공사비의 1.5%를 계상하여

1,430,000천원×1.5%=21,450천원이다. 사무비는 사무

직 인건비의 10%를 계상하여 399,000천원

×10%=39,900천원이다.

변동비는 처리량에 비례하여 변하는 비용으로,

콩원료구입비, 노무직 인건비, 전력 수도 유류대,

포장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연간 콩나물 콩 1,100가마, 두부용 3600가마를 처

리할 경우(연간 365일 운영), 공장운영을 위한 노무

직원의 수는 3명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노무비는 시

간당 10,000원, 가동일수 300일, 일당 6시간을 작업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했다.

콩원료구입비용은 콩나물콩 1,100가마(단가

180,000원/가마), 두부콩 3,600가마(단가 120,000원/가

마)를 가공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콩원료

구입비용은 6억3천만원(콩나물콩 1억 98백만원+두부

콩 4억32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전력, 수도, 유류대는 기존 운영 노하우를 알고 있

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월 6백만원, 연간 7천2백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콩나물의 포장비용은 일반판매(50%)인 경우 벌크

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일반판매

(50%)인 경우 300g 한봉지당 40원이 소요된다. 따라

서 판매비중을 가중치로한 g당 포장비용은 0.067원

이 소요된다. 그리고 두부의 포장비용은 350g한팩당

2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장비

용은 단위당 포장비용에 총 가공, 출하물량를 곱하

여 산정하였는데 2억 3천여만으로 계산되었다.

위 4개 비용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했다. 기타비용은 판매․지급수수료, 광고비, 대

행비 등이 포함되며, 총 변동비용의 15% 수준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공공부문 보조비율의 변동에 따른

사업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총고정비의 변화는 다음

과 같다.

3.3 영업현금흐름 및 순현재가치 계산
3.1의 기본가정, 3.2의 사업비용추산의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을 기준안{주요내용: 사업규모(콩나물콩

1,100가마, 두부용콩 3,600가마, 콩나물 가중판매단가

855원/300g, 두부 가중판매단가 1,782원/350g,모, 할

인율 8%)으로 한다. 공공부문보조금 감가상각처리

여부는 사업의 연속성 위해 100% 민간투자로 가정

해서 감가상각처리한다.

기준안의 순현가는 약 38억 9천7백만원으로 zero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수익률(IRR)도 47.2%로 기

준할인율 8%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

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현가(NPV):

NPV  
  

 

  
 

  

 
  

 


  



   백만원

내부수익률(IRR):

 
  

 

  
 

  

 
  

 

 


  


   

3.4 민감도 분석
앞서 분석된 기본시나리오에 대해 처리물량의 변

화, 가격수준의 변화, 그리고 할인율 수준의 변화 등

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다.

첫째, 처리 규모 및 할인율에 따른 NPV, IRR 변

동 분석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 콩나물콩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처리수준을 3,600가마에

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순현가

가 0보다 크게 되어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

다. 그렇지만 두부콩 처리물량이 1,300톤으로 처리규

모가 떨어지면 순현가가 (-)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수익율(IRR)도 기본 콩나물콩 1,100가마+두

부콩 3,600가마에서는 47.2%로 매우 높아 경제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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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부콩의 처리물량을

1,400가마로 축소시켰을 경우에도 IRR은 8.3%로 할

인율 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두부콩 처리물량을

1,300가마로 축소할 경우 IRR의 값은 6.5%로 할인

율 8%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두부콩 처리규모 및 할인율에 따른 NPV. IRR변동 분석
조업도

할인율

3600가

마
2700 1800 1500 1400 1300

4 5,126.1 3,186.0 1,246.0 599.3 395.7 230.6

5 4,783.2 2,940.6 1,097.9 483.6 290.7 134.1

6 4,465.6 2,713.3 960.9 376.8 193.8 45.1

7 4,171.1 2,502.6 834.1 278.0 104.2 -37.3

8 3,897.5 2,307.0 716.6 186.5 21.3 -113.5

9 3,643.1 2,125.3 607.5 101.6 -55.7 -184.1

10 3,406.2 1,956.2 506.1 22.8 -127.0 -249.7

IRR 0.472 0.326 0.164 0.103 0.083 0.065

둘째, 가격변동 및 할인율에 따른 NPV, IRR 변동

분석(처리규모 고정)이다.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

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도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현재가격 대비 가

격수준이 70% 수준에 도달했을때에는 순현재가치가

(-)를 나타내고 있고, 내부수익율도 4.9%로써 경제

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격변동 및 할인율에 따른 NPV. IRR변동 분석
가격변동

할인율
100% 90% 80% 75% 70%

4 5,126.1 3,422.4 1,718.7 866.8 80.6 

5 4,783.2 3,165.0 1,546.8 737.7 -9.3 

6 4,465.6 2,926.8 1,387.9 618.4 -92.3 

7 4,171.1 2,705.9 1,240.7 508.1 -168.9 

8 3,897.5 2,500.8 1,104.1 405.8 -239.8 

9 3,643.1 2,310.2 977.3 310.9 -305.4 

10 3,406.2 2,132.8 859.4 222.7 -366.3 

IRR 0.472 0.344 0.206 0.129 0.049 

4. 결론

해거름 영농조합법인의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

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

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

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

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

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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