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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논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이다. 최근에는 논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량의 자급과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작물 중 하나이다

(서명철 등, 2020). 논벼 농가의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1 ha 미만

인 농가가 73.3%를 차지하고 있는데(통계청, 2019a),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손익분기 면적이 평균 6.1~12.2 ha임을 고려

한다면(강창용, & 한혜성, 2014),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는 

대부분의 농작업을 농업기계를 보유한 주변 농가나 사업체에 위

탁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논벼 농가의 

84.2%는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고 있었다. 작업별로는 경운정지, 

농촌지도와 개발 vol.28.No.4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28 No.4(December 2021), 167-174
ISSN 1976-3107(print), 2384-3705(online) http://doi.org/10.12653/jecd.2021.28.4.0167

농작업 대행사업 경제성 분석*

－나주시 봉황면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민a**
⋅신승엽b

a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10)

b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10)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Custom Work Service

－Case of Bonghwang-myeon, Naju City－

Jeong-Min Leea
⋅Seung-Yeoub Shinb

a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b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custom work service to deal with the imbalance of farm labor supply
due to population agi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s based on the case of Bonghwang-myeon in 
Naju-si, where the majority of farm work is entrusted to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To assess the project
profit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based on the projected cash flow for the next ten years, Return On 
Investment (ROI), Net Present Value (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of the project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showed that ROI is estimated at 13.7%, and NPV and IRR are KRW 1,504,932,000 and 15.6%,
respectively, with a discount rate of 4.5%, indicating a good enough profitability. Furthermore, a sensitivity
analysis with government support as part of an assumption showed that without the support, NPV turns neg-
ative, implying that the project is not profitable, and that government support for at least 30% of the cost
is needed to secur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project. Hence, to promote agricultural work entrustm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artly support the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y costs, which require
a considerable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Key words: agricultural machinery, custom work, economic feasibility, sensitivity analysis

주요어: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경제성, 민감도 분석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131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이정민) 전화: 063-238-4022, e-mail: jmk526@korea.kr



168 이정민⋅신승엽

ⓒ 2021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이앙, 수확 각각 61.2, 67.6, 81.4%였으며, 경시적으로는 전체적

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영농규모별 위탁농가의 경우 3 ha 이하

에서 작업별 45.8~85.2%로 높으며,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농

작업 위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5). 반면 논벼 농작

업에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대당 연간 작업면

적은 지난 8년간 1.2~5.4 ha 감소하였다. 또한 작업면적에 대한 

타가작업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농촌진흥청, 2020a).

한편,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2019년 62.0%

로 2010년에 비해 15.6%p 상승하였는데(통계청, 2019b), 이는 

같은 기간 전국 65세 이상 가구주 비율의 증가치인 4.0%p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9c). 농가 인구의 경우에

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 노령화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석호, 2015). 이처럼 우리 농업⋅농촌

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에 남아있는 인력마저 고령

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기계 운전자 부족에 의한 수⋅위

탁 농작업의 불균형으로 적기 농작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다수의 영세

농이 농업경영 주체로서 생산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김종안, 길청순, 김기태, & 김원경, 

2013). 또한 노동력이 지금보다 고령화되는 미래에는 수⋅위탁 

농작업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마을 또는 읍⋅면, 넓게는 시⋅

군에 이르는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화된 사업체 설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봉황면에서는 수⋅위탁 농작업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주도로 농작업 대행 사업이 수행되고 있었

으며, 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농작업 대행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위탁영농회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토지 

및 건물 확보와 관련한 재정적 압박과 적자운영 등으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농기계 농작업서비스 사업의 실태

와 효율성 분석(김철민, 2015), 농기계 작업대행 경영체의 경영

개선 및 경영관리 메뉴얼 개발(최칠구, 이철희, 조성주, 강진구, & 

이균식, 2016)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농작업 대행사업의 필

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미래대응 농업기계 이용체계 개선방

안(농촌진흥청, 2020b)에서는 지역단위 농작업 대행사업 모델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작업 대행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의 연구

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안정적

으로 수행되고 있는 나주시 봉황면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의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등을 분

석하여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작업 대행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은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활용률을 높여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국외 

연구 가운데 Brandes(1991)는 농업기계 이용조합을 통해 농업

기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

업을 소개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의 모태가 되었다. De Toro, & Hansson 

(2004)은 농업기계 공동이용에 대한 현황과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였으며, Wolfley, Mjelde, Klinefelter, & Salin(2011)은 

사례를 통해 농가간의 농업기계 공동이용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Kenkel, & Long(2007)은 농업기계 이용주체의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농작업 대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1990년대 위탁

영농회사 지원사업이 있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업노동력 부족 

심화로 인한 위탁농가 증가로 전문화된 농업기계 이용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출현하였으며, 농가의 농작업 일부 또는 전

부의 대행과 여타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적자운영, 

자본 조달상의 문제, 농한기 사업의 부재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시설⋅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음에도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강정일, 김철민, & 위용석, 1993).

이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독일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벤

치마킹하여 농협을 통해 농가의 농작업을 지원하였다. 한국의 

농기계 은행사업은 농작업 대행자를 지정하여 농업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책임운영자 방식과 지역농협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직

접 수탁받은 농작업을 수행하는 직영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되

어왔다. 사업은 주로 책임운영자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농

작업 위탁농가 조건 불리 지역의 작업 의뢰나 희망적기 작업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강창용, 박현태, & 한혜성, 201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직영방식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직영사업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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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농협은 2013년 48개소에서 2019년 129개소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고 있거나 확대

를 계획하는 일부 지역농협의 경우 인력운용,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를 보였으며, 대상작업도 일부 작

업에 국한되고 있었다(농촌진흥청, 2020b).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단위 농작업 대행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업모델은 전부 수탁 기준으로 직영면적 75, 150, 

300 ha 등 3개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 사업모델은 과거 위탁영농

회사나 농협의 직영 농작업 대행사업과 사업목적과 방법은 같지

만, 사업 규모와 논벼 육묘에서 수확 후 건조까지 일괄대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2.2. 경제성 분석

일반적으로 사업 경제성은 투자수익률(ROI),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Fong, Ellis, & Haws, 

2005; Landsman, & Shapiror, 1995).

투자수익률(ROI)은 투자한 총비용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 

사업의 수익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용되며, Duwe, & 

Rocque (2017), 김상옥, & 박상철(2017) 등의 연구에서 사업 

경제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순현재가치(NPV)는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에 따라 현재가

치로 환산하고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

을 뜻한다. 그리고 그 값이 영(零) 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내부수익률(IRR)의 경우 순현재가치

(NPV)를 영(零)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투자안의 내

부수익률(IRR)이 목표 수익률보다 크면 해당 안을 채택한다. 

또한 민감도 분석은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순현재가치(NPV)나 내부수익률

(IRR)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순현재가치

(NPV)와 내부수익률(IRR)은 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분석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민감도 분석과 함께 Sermyagina, 

Saari, Kaikko, & Vakkilainen(2016), 손희철, 박현준, & 김영

신(2019) 등의 연구에서 사업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대행사업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논

벼 육묘에서 수확 후 건조까지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나주시 봉황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봉

황면의 경지면적은 2,177 ha로 작물별 경지면적 비율은 미곡

류 44.7%, 과실류 23.5%, 조사료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를 전국과 비교해보면 과실류는 봉황면이 12.3%p 높았

지만, 미곡류는 44%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표 1).

봉황면 내 농작업 대행은 개별 농가간의 수⋅위탁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농작업 대행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사업은 논벼 육묘에서 건조

까지 모든 농작업을 수탁하거나 육묘, 방제, 건조 작업을 개별

적으로 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농작업 대행사는 

사업량을 전부수탁 기준으로 관할 지역 미곡류 재배면적의 

15% 수준인 140 ha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육묘, 방제, 건조

작업의 경우 위탁 수요가 많아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나 시설

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3.2. 자료수집

농작업 대행사업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작업실적, 수수료, 

농업기계⋅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연간 운영비용 등의 기초자

료는 농작업 대행사의 협조를 받아 확보하였다. 또한 농업과 

관련한 여러 사업 수행하는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농작업 대행 업무에 

대한 전담비율을 조사하였다.

3.3. 분석방법

농작업 대행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구분 봉황면 전국

미곡류 974 (44.7) 681,221 (44.0)

과실류 511 (23.5) 172,697 (11.2)

조사료 152 (7.0) 84,758 (5.5)

기타 541 (24.8) 608,616 (39.3)

계 2,177 (100) 1,465,228 (100)

<표 1> 작물별 경지면적 (단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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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수익성에 대한 평가

지표인 투자수익률(ROI)과 향후 10년 동안 현금흐름에 따른 순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산출하였다. 또한 농작업 대

행사업 지원 관련 지원금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투자수익률(ROI)은 식 1과 같이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총수입은 농작업 대행 실적과 작업 수수료를 곱한 값이며, 총비용

은 인건비, 농자재비, 수리비, 등을 합한 연간 운영비용을 의미한다.





× (1)

(: 총수입,  : 총비용)

총비용(TC)은 인건비(P), 농자재비(M), 수리비(R), 보험료

(I), 농업기계 및 시설 감가상각비(D), 기타(E)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식 2).

   (2)

인건비는 수행 인력별 임금과 연간 농작업 대행사업 전담비율

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농업기계 및 시설 감가상각비의 경우 식 

3과 같이 산출하였다. 감가상각비 산출에 필요한 내구연수는 표 

2를 적용하였으며, 쟁기, 로터베이터 등의 작업기는 채용우, 유

홍규, 김성섭, 정우석, & 김지훈(2020)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을 

활용하였다.










(3)

(

: 구입가격, 


: 잔존가, L: 내구연수)

순현재가치(NPV)는 식 4와 같이 사업 개시부터 최종 사업 

종료 시점까지 얻게 되는 순편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t기의 총비용은 식 2에서 감

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4)

(

: t기의 총수입, 


: t기의 총비용, : 사회적 이자율 

또는 할인율, 

: 초기투자비용)

내부수익률(IRR)은 식 5과 같이 산출되며, 사업 평가에 있어

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IRR)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비정상적일 경우 상호배타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PV)를 우선적으로 채택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농작업 대행사업 지원 관련 지원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근거하여 사

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였으며(기획재정부, 2019), 이를 바

탕으로 지원금 비율에 따른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

(IRR)을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분석에 적용

되는 연간 운영비용은 매년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사업비는 

초기투자비용에 내구연수가 10년 미만인 농업기계의 교체구입

비용(표 3)을 합산하였다. 여기에서 트랙터는 교체구입 후 분석 

기간 중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값이다. 수익의 경우 경운

정지 작업 기준 임작업료의 연평균 증가율인 2.3%를 적용하였

다(농촌진흥청, 2020a).

농가 수익은 농업기계 작업을 모두 위탁해서 농사를 짓는 경

우와 농지 임대 또는 휴경할 때의 수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휴경

구분 내구연수

농업기계

트랙터 8

이앙기 5

콤바인 5

기타1) 5

농업시설
육묘장 10

DSC 10

주: 1) 기타: 발아기, 탈망기 등

<표 2> 농업기계 및 시설 내구연수 (단위: 년)

구분 비용

트랙터 35,418

이앙기 66,167

콤바인 133,061

기타1) 28,638

주: 1) 기타: 발아기, 탈망기 등

<표 3> 농업기계 교체구입 비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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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수익을 영(零)으로 보고 농업기계 작업 위탁해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 경우의 수익을 분석하였다. 농업기계 작업 

위탁 농가의 수익은 벼 판매액, 직불금 수입에 농업기계 작업료

와 농자재비를 빼서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벼 판매액은 조곡 수

확량 5,930 kg/ha, 판매단가 1,875원/kg를 곱해서 산출하였으며, 

직불금은 2 ha 이하의 논 진흥지역 기준 금액을 적용하였다. 또

한 농자재비에는 비료, 농약비 등이 포함되었다. 농지를 임대할 

경우의 농가 수익은 지역의 관행 농지임대료인 수확량의 3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농작업 대행사업 개요

농작업 대행 실적은 2020년 기준으로 전부수탁 144 ha, 육묘, 

방제, 건조 등의 일부 수탁은 177~950 ha였다. 농작업 대행 서비

스 이용 농가는 전부수탁 205호, 일부수탁 238~362호였다(표 

4). 농작업 대행사업 관련 보유 농업기계와 시설은 트랙터 5대, 

이앙기 4대, 콤바인 4대, 무인헬기 2대, 육묘장 900평, DSC 

1,800톤 등이 있었다(표 5). 농업기계와 시설 확보를 위해 투자

한 사업비는 농업기계 1,365,893천 원, 시설 3,309,599천 원이

며, 각각 47.5, 54.8%를 외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여기에서 외부 지원금은 국비 및 지방비 42.8%, 농협중앙회 

9.9%로 구성되었다.

사업 수행 인력은 총 8명으로, 사업 운영관련 행정관리, 농업

기계 운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표 7), 농한기에

는 농작업 대행 외 사업체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다.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역 내에서 개별 농가 간 이루어지고 있는 수위

탁 체계를 무너트리지 않도록 관행 작업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였다(표 8).

4.2. 경제성 분석

농작업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용은 인건비, 농자재

비, 농업기계 및 농업시설의 감가상각비,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총비용은 942,880천 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목별 

구성비율은 감가상각비 25.0%, 인건비 2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9).

연간 총수입은 1,092,020천 원으로 나타나는데, 수탁 유형별 

기종 보유대수 비고

농업기계

트랙터 5 54~92kW

이앙기 4 6조 1, 8조 3

콤바인 4 5조 1, 6조 3

무인헬기 2 -

시설
육묘장 900평 3동(경질판)

DSC 1,800톤 건조기 6기

<표 5> 농업기계 및 시설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비용 지원율

농업기계 1,365,893 47.5

농업시설 3,309,599 54.8

계 4,675,492 52.7

<표 6> 농업기계 및 시설 구입비 (단위: 천원, %)

구분 인원 수

행정, 관리 1

농업기계 운전, 정비 7

계 8

<표 7> 사업 수행 인력 (단위: 명)

구분 비용 비율

인건비 229,847 24.4

농자재 147,907 15.7

감가상각비 235,375 25.0

수리비 81,954 8.7

보험료 87,036 9.2

기타1) 160,761 17.0

계 942,880 100

주: 1) 기타: 일용직 인건비, 유류비 등

<표 9> 연간 운영비용 (단위: 천원, %)

구분 면적 농가 수

전부 수탁 144 205

일부
수탁

육묘 492 362

방제 950 294

건조 177 238

<표 4> 농작업 대행 실적 (단위: ha, 호)

구분 수수료

전부 수탁 3,675

일부수탁

육묘 720

방제 75

건조 429

<표 8> 농작업 수수료 (단위: 천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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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비교해보면 육묘, 방제, 건조 등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수탁하는 일부 수탁이 전부수탁보다 컸으며, 작업별로는 육묘작

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10). 연간 총수익은 149,140천 원, 

투자수익률(ROI)은 13.7%로 분석되었다(표 11). 이는 농작업 

대행사업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성의 경우에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기준의 할인율로 향후 10년간 현금

흐름에 대한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IRR)을 계산한 결

과는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농작업 대행사업의 순현재가

치(NPV)는 할인율 4.5%를 기준으로 1,504,932천 원으로 분석

되었으며, 6~9%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도 그 값이 영(零)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내부수익률(IRR)의 경우에는 15.6%로 분

석되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업기계 및 시설에 대한 외부 지원금 비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인 봉황면의 농작업 대행사와 같이 농업기계 및 시설에 

대한 50% 수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사업의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원이 없을 경우 순현재가치(NPV)가 마이

너스가 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작업 수

수료를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 수익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수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가 측면에서의 수익성을 분석해 본 결과 농작업 대행

사에 농업기계 작업을 위탁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임대, 휴

경에 비해 각각 3,861, 7,197천 원/ha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을 검토하

기 위해 논벼 육묘에서 수확 후 건조까지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나주시 봉황면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김상옥, & 박상철(2017)은 사업의 투자수익률(ROI)이 8.7~ 

19.4%, 손희철, 박현준, & 김영신(2019)은 사업의 내부수익률

(IRR)이 6.1~22.1%로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분석에 필요한 총비용에는 본 연구

와 같이 정부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지원금은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인 투자수익률

(ROI), 내부수익률(IRR)이 13.7, 15.6%임을 고려한다면 농작업 

대행사업은 어느정도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농작업 대행 사업이 강정일, 김철민, & 위용석(1993)이 언

총 비용 총 수입 총 수익 투자수익률(ROI)

942,880 1,092,020 149,140 13.7

<표 11> 투자수익률(ROI) 분석 결과 (단위: 천원, %)

구분
할인율

4.5% 6% 7.5% 9%

순현재가치(NPV) 1,504,932 1,225,264 975,546 751,942

내부수익률(IRR) 15.6

<표 12>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분석 결과

(단위: 천원, %)

구분 수입 비율

전부 수탁 529,200 48.5

일부
수탁

육묘 353,920 32.4

방제 71,250 6.5

건조 137,650 12.6

계 1,092,020 100.0

<표 10> 연간 사업 수입 (단위: 천원, %)

구분 농지임대 작업위탁

수입

벼 판매액 - 11,119

직불금 - 2,050

농지임대 3,336 -

계 (A) 3,336 13,169

비용
작업료 - 3,675

농자재비 - 345

계 (B) - 4,020

수익 (A-B) 3,336 7,197

<표 14> 유형별 농가 수익 (단위: 천원/ha)

지원금
비율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0% -1,321,152 -

10% -815,735 -

20% -310,317 -

30% 195,101 5.6

40% 700,519 9.0

50% 1,205,937 13.4

60% 1,711,355 19.3

70% 2,216,773 28.2

80% 2,722,191 44.1

<표 13>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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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던 과거 위탁영농회사와는 다르게 농업기계 및 시설 구입비

용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다면, 추가적인 운영경비 등에 대한 

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기계 작업을 위탁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주로 농업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농가로 이러한 농가의 경우 대행사

를 통해 농사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휴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농업기계 운전자 부족 문제로 인한 

적기 농작업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농작업 대행과 같은 농업

기계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Wolfley, Mjelde, Klinefelter, & Salin(2011)의 연구와 같이 개

인 농가간의 농업기계 공동이용은 농가 매칭, 작업시기 중복 문

제 등에 대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농업기계 공동이용은 전문

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조직화된 사업체의 주도로 수행

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농기계 이용 주체의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은 Kenkel, & Long(2007)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그러나 초기에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많아 사업비에 대한 부

담과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나 고령농가의 농업소득 보전 등을 고려한다면, 사

업 도입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농작업 대행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농작업 대행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의 한계점 보완하고, 

농촌진흥청(2020b)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사업 모델과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로 2~3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운영주체인 농작업대행사 또는 농업인,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 후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고 농촌지역 위탁작업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밭작물 농가의 지원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 작물을 논벼로 한정하기 보다는 콩, 감자, 고구마 

등의 밭작물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밭

작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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