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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오미자를 새로이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재배면적을 늘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

미자의 경영실태 및 소득과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익성 분석기법

으로 IRR, B/C Ratio, NPV를 이용하였다. 오미자 주산단지인 강원도 인제, 경북 문경과 전남 화순 그리고 경남 산

청지역의 총 51가구의 오미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작업공정별 투입노동 및 자재비 등에

관해 면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지가격인 5,000원~6,000원/kg을 바탕으로 kg당 3가지 출하가격 5,000원, 5,500원,

6,000원의 시나리오별 IRR, B/C Ratio 그리고 소득율 등을 구하였다. 할인율은 3.00%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시나리오 모두 IRR이 -16.00%, -6.91%, 0.40% 그리고 B/C Ratio가 0.81, 0.89, 0.97로 나타나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IRR = 3.00%, B/C Ratio = 1.00을 충족하는 오미자 판매가격 6,200원/kg이상이 되어야 수익

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때의 소득율은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give informations about management Situations and investment returns to someone

who will newly cultivate schizandra or expand area of culture. This study used IRR, B/C Ratio and NPV for

beneficial analysis. We surveyed fifty one among schizandra cultivation farmhouses in chief producing districts

Gangwon Inje, Gyeongbuk Munkyung, Kyungnam Sancheong and Jeonnam Whasoon in Korea from May till

September in 2009. So this study surveyed about inputted labors and materials, land price and etc. by working

process to calculate producing and operating cost. Fruits of schizandra are sold from 5,000 won to 6,000 won

per kg at locals. And IRR(Internal Rate of Returns), B/C Ratio and incomes ratio is calculated by three senarios

5,000 won, 5,500 won and 6,000 won per kg at locals. Discount rate is 3.00%.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RRs

are -16.00%, -6.91%, 0.40% one after another and B/C Ratios are 0.81, 0.89, 0.97 one after another. And

schizandra cultivation isn't profitable. When price of schizandra fruits is 6,200 won per kg, IRR is 3.00% and

B/C Ratio is 1.00. Therefore, if price of schizandra fruits is over 6,200 won per kg, we judge that it is

profitable. And income ratio is 23.9% on 6,200 won per kg.

Key words : schizandra, IRR, B/C Ratio, incomes ratio, beneficial analysis, producing cost, operating cost

서 론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기 이전에는 한약재가 대만이나

홍콩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국산 한약재가

중국 한약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 약

용작물의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한·중수교로 인

한 직교역 증가의 영향으로 1995년도부터 차츰 감소하기 시

작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소득 증가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약재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약용작물 재배면적의 증가와 재배기술의 발

달 그리고 더덕, 복분자, 오미자 등의 웰빙용 식용약용작물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

한편 오미자의 성질, 종류, 원산지 및 국내 주산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미자의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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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은 우리 몸에 각각 다르게 이로움을 주는데, 신맛은 간

을 보호하고, 단맛은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하며, 매운맛은

폐를 보호하고, 쓴맛은 심장을, 짠맛은 신장과 방광을 보

호한다고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는 우

리나라와 중국이 원산지로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사할

린, 대만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국지적으로 주산지를 형

성하고 있다. 오미자는 북오미자의 열매를 말린 약재로 주

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생산된다. 중국에서는 북

방에서 생산되는 북오미자(北五味子)를 오미자라고 하고,

이와 구별해 남방에서 생산되는 남오미자(南五味子)를 남

오미자라는 약재로 별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오미자, 북오미자(적오미자), 흑오미자의 세 가지 종류

가 있는데 남오미자는 상록성으로 따뜻한 남쪽지방에서

자라고 북오미자는 보통 오미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흑오미자는 열매가 까

맣게 익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만 자란다. 오미자(북오미자)

는 경북 문경과 전북 무주·진안·장수, 강원 인제지역

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오

미자는 주로 북오미자이다(매일신문. 2009.).

강원도 인제군에 약 15년 전 대규모 면적의 오미자를

재배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재배농가로 말미

암아 강원도 인제군이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약 50%이상

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그 오미자 재배지가 군부대의 훈련

장으로 편입되면서 인제군의 오미자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

였다. 최근에는 경북 문경지역이 오미자 산업특구로 지정

되어 오미자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문경시청 농업기술

센터 소득개발과에 의하면 2009년 말 현재 709호의 농가가

550 ha의 면적에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어 전국 오미자 재

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국 각 지역에서 오미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

는데 재배면적이 2000년도 238 ha에서 2008년도 1,014 ha

로, 생산량도 156톤에서 2,541톤으로 2000년에 비해 각 각

326%, 1,529%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오미자수입량도 2006년도에

395,479 kg에서 2009년도에는 595,174 kg으로 2006년에

비해 50% 증가하였다. 수입단가도 2006년도에 7.18$/kg

에서 2009년도에는 2.44$/kg으로 크게 하락하였다(표 2).

이러한 국내 재배면적의 증가와 중국으로부터의 오미

자 수입증가는 국내 오미자 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

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우려

가 있다. 최근 2~3년 전에는 오미자 농가 출하가격이 kg

당 7,000~8,000원(가격자료 : 농촌진흥청 2008년도 지역

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거래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현지

조사결과 kg당 5,000원~6,000원에 거래 되었다.

산지약용식물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보면 김재성과

김외정(1995)은 단기임산소득작목 경제성 분석연구에서 더

덕, 두충, 옻나무 등에 대한 소득율을 분석한 바 있으며,

장철수 등(2000)이 오미자외 7품목에 대한 연평균 조수입·

경영비·생산비·소득·순수익·소득율·순수익율·생

산량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투자수익

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율이나 순수익율 등을 분석하는

단편적인 분석이었다. 농촌진흥청(2008)에서도 오미자에

대한 소득분석을 하였는데 수령에 대한 기준 없이 연간 소

득이나 소득율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산지약용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기간 동

안 들어가는 연도별 비용이나 수익, 소득율 및 투자수익성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약용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

표 1. 오미자 재배 및 생산현황. (단위:ha,톤)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990 1995 2000 2006 2007 2008 1990 1995 2000 2006 2007 2008

오미자 392 393 238 641 762 1,014 374 429 156 2,803 2,592 2,54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표 2. 오미자 수입현황. (단위:kg, $)

구분
수입량 금액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오 미 자 395,479 324,522 489,451 595,174 2,840,274 4,781,578 3,249,476 1,452,667 

수입단가 - - - - 7.18 $/kg 14.73 $/kg 6.64 $/kg 2.44 $/kg

자료 : 식품의약품안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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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미자를 새로이 재배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나 재배면적을 늘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게 오미자의 경영실태 및 소득과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오미자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 인제(12), 경북 문경(15)과 전남 화순(12) 그리고

경남 산청(12)지역 등 총 51가구의 오미자 재배농가를 직

접 현지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및 산촌

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고령이다. 오미자를 재

배 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고령자가 많아 설문조사 시 설

문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어 그

분들에 대한 설문을 제외하다보니 설문조사 표본 수에서

는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강원도 인제와 경북 문경의 경

우 시청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의 자문과 추천에 의한 오

미자 작업단을 중심으로, 경남 산청의 경우는 산청한방약

초사업단의 자문과 추천에 의한 작업단을 중심으로 그리

고 전남 화순의 경우는 전남생약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즉 오미자재배에 대한 경험이 많고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사내용을 분석

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전화 및 현

지를 재방문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

으로는 오미자 수령별 생산량과 경영비 및 생산비 등이며,

경영비로는 외부노동비 및 자재비, 생산비로는 경영비를

포함한 자가노동비와 자급비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오미자 연도별 생산량과 투입비용을

산출하여 소득율, IRR(내부투자수익율 Internal Rate of

Return), B/C Ratio(편익비용비율 Benefit/Cost Ratio) 그리

고 NPV(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을 구하여 투자수

익성 여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수행한 연구들

은 소득율과 투자수익성을 별개로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투자수익성(IRR, B/C Ratio, NPV)과 소득율을 연

계해서 투자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

된 조수익, 소득, 순수익, 소득율 등과 투자수익성(IRR, B/

C Ratio, NPV) 등에 대한 각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것이 소득이고 조수익에서

생산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된다. 소득율은 소득을 조수

익으로 나눈 것이다. 생산비는 경영비와 내급비(내부경제)

를 합한 것이다. 경영비는 인건비(고용노동비), 자재비, 유

통비 등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외부경제에서 구입한 비용

이다. 내급비는 자가노동비, 자급비 등 내부경제 즉 자신

이 투자하고 노력한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경영비는 소

득을 산출하기 위한 비용개념이고 생산비는 순수익을 산

출하기 위한 비용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투자수익율

(IRR), 편익비용비율(B/C Ratio) 그리고 순현재가치(NPV)

등은 어떤 기업이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으로, IRR은 수익률 기준으

로 판단하고, NPV는 금액기준이다. NPV가 기준일 때 수

익이 0이상이면 실행해야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금액이 큰 것부터 선택한다. 편익비용비율은 1이상이면

사업을 실행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노형봉과

김형욱, 2008). 조수익, 순수익, 소득, 소득율, IRR, B/C

Ratio 그리고 NPV 등의 계산은 엑셀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2) 분석 시 가정

각 지역별 오미자 재배 조사대상 총 농가를 분석한 결

과 다양한 재배규모, 재배자 연령층, 재배규모별 경영여건,

기후의 영향 등에 의해 경영비, 생산비 및 생산량 등을 분

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제한 요인이 따른다. 따라서 분석

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두기로 한다.

첫째, 조사대상농가들의 평균 노지재배면적이 약 4,950 m2

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노지재배면적을 4,950 m2 기준으로

한다.

둘째, 1년생 묘목을 식재한 후의 오미자 재배기간은 7

년으로 한다.

셋째, 연도별 인건비 및 자재비, 오미자 출하가격 등은

2009년도 불변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 투입인력의 노동생산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섯째,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의 단기산림소득지원융

자가 3%이므로 오미자 수익성분석을 위한 적용 할인율은

3%로 한다.

여섯째, 임지를 오미자로 조성할 경우 조성당시의 임지

는 오미자가 산촌소득지원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어 조성

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미자 식재이전의 조

성비용은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곱째, 오미자는 천근성이므로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오미자수확량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정상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관정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나 습한 날씨로 인해 관정시설이 필

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정시설을

갖춘 경우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여덟째, 오미자를 건조해서 판매하거나 기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 비용계산이 복잡하므로 경영비 및

생산비 산출을 단순화하기 위해 오미자 수확 후 오미자를

생으로 즉시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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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수령별 오미자 생산량

 조사 결과 오미자 수령별 생산량을 보면 1년생 묘목을

식재한 후 3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다. 최대 결실 시기는

5년째이고 6년부터 생산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2. 연도별 오미자 재배 작업종별 공정

초기 오미자 재배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조성비와

매년 들어가는 생산비인 인건비, 재료비 및 자급비를 살

표 3. 수령별 오미자 생산량.

수 령 1 2 3 4 5 6 7

생산량(kg) 0 0 1,200 2,700 3,750 3,000 2,700

표 4. 작업종별 노동력 및 자재비 투입실태.

구 분 작 업 공 정

1년차
작업공정

퇴 비 

−작업시기 : 2월 하순 ~ 3월 초순 
−발효퇴비 : 15,000 kg(70원/kg) - 105만원
−복합비료 : 5포(25,000원/20 kg) - 12.5만원 
−노  동  력 : 남자2명, 여자 13명(자가(남)1, 자가(여)1, 고용(남)1, 고용(여)12)

=68만원(일일 인건비 남자8만원, 여자4만원)
  계 : 185.5만원

땅고르기
−작업시기 : 2~3월 
−경운작업 : 트렉터 1대 사용 = 40만원(임차비)

두둑성형비
−두둑넓이 : 1.2 m
·관리기로 3일 걸림(175,000원/일) = 52.5만원(임차비)

지주설치
−지주대 : 900만원
−노동력 : 자가(남)1명(8만원), 고용(남)6명(48만원) =56만원
계 : 956만원

묘목식재 
및 부직포

−작업시기 : 3월 상순~3월 중순
−묘목식재 비용 : 470만원 
·노동력 : 자가(여)1명(4만원), 고용(여)4명(16만원) = 20만원
·묘목소요량 : 1,500평×6주×500원 = 450만원

−부직포설치 비용 : 139만원
·노동력 : 자가(남)1명(8만원), 고용(남)4명(32만원) = 40만원
·규격 : 0.4×50, 수량 : 75(단가:13,200원/개) = 99만원
   계 : 609만원

넝쿨
유인선설치

−유인선 : 25만원
−노동력 : (자가(남)1명(8만원), 고용(남)9명(72만원))/회 = 80만원
계 : 105만원

관정
시설 및 관수

관정
시설

−관정시설 : 700만원(1식)
−관수호스 : 150만원
계 : 850만원 

관수
− 4회실시 = 16만원
·노동력 : 자가(여)1명/회×4회

순제거
− 2회실시 : 5월 ~ 6월 = 40만원
·노동력 : 여자 5명/회×2회 = (자가(여)2명(8만원), 고용(여)8명(32만원))

하예작업
− 3회실시 : 6월 ~ 8월 = 120만원
·노동력 : 여자 10명/회×3회 = (자가(여)3명(12만원), 고용(여)27명 (108만원))

병해방제

−노동력 : 4명/회×2회 = (자가(남)2명(16만원), 자가(여)2명(8만원), 고용(여)4명(16만원))
= 40만원

·발병충 : 응애 
·발병시기 : 6~8월 상순 발병
·살포횟수 : 2회

−재료비 : (농약대 15만원, 유류대 5만원)/회×2회 = 40만원
계 : 80만원

충해방제

−노동력 : 4명/회×2회=(자가(남)2명(16만원), 자가(여)2명(8만원),고용(여)4명(16만원))
= 40만원

·발병균 : 탄저 흰가루, 흑색점무늬
·발병시기 : 6월말~장마철
·살포횟수 : 2회

 −재료비 : (농약대 15만원, 유류대 5만원)/회×2회 = 40만원
계 :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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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미자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 우선

재배지에 퇴비와 복합비료를 살포하고 난 후 땅고르기 작

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물 빠짐을 쉽게 하기위해 두둑을

성형한다. 땅고르기와 두둑성형은 인력으로 하기가 곤란

하므로 트렉터와 관리기를 사용하는데 이 작업비는 모두

고용노동비로 처리하였다. 지주대 내구연한은 7년으로 하

였으며 감가비를 적용하였고, 잡초생장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까는데 이 부직포의 내구연한은 7년으로 하여

감가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넝쿨유인선도 내구연한을 7

년으로 하였고, 오미자 재배를 위한 관정시설의 내구연한

은 14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수호스를 포함

하여 매년 감가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첫해부터 7년차까지 오미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과 관계없이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작업, 관수, 가지치기

(엽순제거) 등 매년 실시해야 하는 불변비용인 인건비와 재

료비가 있다. 시비의 경우 첫해에는 발효퇴비와 복합비료

를 동시에 시비하고 2년째부터는 복합비료만 시비하는 것

으로 하였다. 관수는 매년 4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지치기는 2회 실시하는데 오미자나무의 높이 때문에 남

자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잡초생장방지를 위해 부

직포를 깔지만 매년 하예작업을 3회 실시하고 여자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 병해방제, 충

해방제를 위해 각각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표 4). 

3. 오미자 재배 경영실태 및 수익성 분석

오미자 재배로 인한 소득과 순수익, 소득율, 투자수익성

표 4. 계속.

구 분 작 업 공 정

2~7

년차 연간
작업공정

시 비

−노동력 : 여자10명/회 = (자가(여)2명(8만원), 고용(여)8명(32만원)) = 40만원
·살포시기 : 6월 중하순, 8월 상중순 

−재료비 : 복합비료 10포(25,000원/20) = 25만원
계 : 65만원

가지치기
(엽순제거)

− 2회실시 : 5월~ 6월 = 80만원
·노동력 : 남자 10명/2회 (자가(남)2명(16만원), 고용(남)8명(64만원))

관 수
− 4회실시 = 16만원
·노동력 : 자가(여)1명/회×4회

하예작업
− 3회실시 : 6월 ~ 8월 = 120만원
·소요인원 : 여자 10명/회×3회 = (자가(여)3명(12만원), 고용(여)27명 (108만원))

병해방제

 −노동력 : 4명/회×2회 = (자가(남)2명(16만원), 자가(여)2명(8만원), 고용(여)4명(16만원))
= 40만원

−재료비 : (농약대 15만원, 유류대 5만원)/회*2회 = 40만원
계 : 80만원

충해방제

−노동력 : 4명/회×2회 = (자가(남)2명(16만원), 자가(여)2명(8만원),고용(여)4명(16만원))
= 40만원
−재료비 : (농약대 15만원, 유류대 5만원)/회*2회 = 40만원
계 : 80만원

수확

3년차

−수확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4회 수확 : 여자 5명/회×4회 = 여자 20명(자가(여)4명(16만원), 고용(여)16명(64만원))

= 80만원
−수확량 : 1,200 = 660만원(1,200×5,500원)

4년차

−수확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4회 수확 : 여자11명/회×4회 = 여자 44명(자가(여)4명(16만원), 고용(여)40명(160만원))

= 176만원 
−수확량 : 2,700 = 1,485만원(2,700×5,500원)

5년차

−수확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4회 수확 : 여자 12명× 4회 = 여자 68명(자가(여)4명(16만원), 고용(여)60명(240만원))

= 256만원 
−수확량 : 3,750 = 2,063만원(3,750×5,500원) 

6년차

−수확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4회 수확 : 여자13명/회×4회 = 여자52명(자가(여)4명(16만원), 고용(여)48명(192만원))

= 208만원
−수확량 : 3,000 = 1,155만원(3,000×5,500원)

7년차

−수확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4회 수확 : 여자11명/회×4회 = 여자44명(자가(여)4명(16만원),  고용(여)40명(160만원))

= 176만원
−수확량 : 2,700 = 1,485만원(2,700×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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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 B/C Ratio) 등을 구하기 위해 연도별 경영비와 생산

비 등을 산출하였다. 경영비와 내급비를 산출하기 위해 각

공정마다 들어가는 노동을 자가노동과 고용노동으로 분

류하였으며 각 공정마다 들어가는 자재비를 산출하여 경

영비로 분류하였다. 자급비로 토지의 경우 재배지 4,950

m2에 대한 3.3 m2 당 연간 임차비 1,000원을 곱하여 1년부

터 7년까지 임차비를 계산하였다(표 5).

최근 2~3년 전에는 오미자 생산자판매가격이 kg당

7,000~8,000원(자료 : 농촌진흥청 2008년도 지역별 농산

물 소득자료)에 거래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현지 조사결

과 5,000원~6,000원에 거래되었다. 그래서 생산자판매가

격을 kg당 5,500원인 것으로 가정하여 조수익, 소득, 순수

익, IRR, B/C Ratio 그리고 NPV를 구하였다. 조수익, 소

득, 순수익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것이다. 조

표 5. 오미자 경영실태 및 수익성 분석.

생산량① 13,350 kg 생산자판매가격5,500원/kg

조수익② 73,425,000원

생산비⑨

경영비⑤

고용노동비③

비료시비 2,480,000

경운 및 두둑작업 924,600

지주설치 480,000

묘목식재 및 비닐피복 480,000

넝쿨유인 및 순제거  4,880,000

하예작업  7,560,000

병충해방제  2,240,000

수확  8,160,000

간식비  1,767,000

소계 28,971,600

자재비④

퇴비 및 복합  2,675,000

지주대 및 유인선  9,250,000

묘목값  4,500,000

검은비닐  990,000

관정시설+관수호수  4,900,000

농약값  4,200,000

유류대  1,400,000

기타  3,795,500

소계 31,710,500

계 ③ + ④ = ⑤  60,682,500

내급비⑧

자가노동비⑥

비료시비 600,000

지주설치  80,000

묘목식재 및 비닐피복  120,000

넝쿨유인 및 순제거  1,120,000

관수  1,120,000

하예작업  840,000

병충해방제 3,360,000

수확  800,000

간식비  483,000

소계 8,523,000

자급비⑦ 토지⑦  10,500,000

계 ⑥ + ⑦ = ⑧  19,023,000

계 ⑤ + ⑧ = ⑨  79,706,000

소득 ② - ⑤ = ⑩  12,742,500

순수익 ② - ⑨ = ⑪ - 6,281,000

적용 할인율 3.0%

IRR -6.91%

B/C Ratio 0.89

NPV - 8,008,991원

*소득, 순수익은 할인율3%을 적용하지 않고 2009년도 불변가격을 적용하여 구한 산출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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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73,425천원이었으며 소득은 12,743천원이고, 순수

익은 -6,28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3%를 적용하

여 구한 IRR은 -6.91%, B/C Ratio은 0.89 그리고 NPV은

-8,009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5). 

투입비용인 생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들이 자재비

가 39.8%, 고용노동비가 36.3%, 자급비가 13.2%, 자가노

동비가 1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본 조사에서 분석한 비용과 편익을 가지고 투자판단기

준이 되는 IRR=3.00%, B/C Ratio=1.00, NPV=0원을 나

타내는 오미자 생산자판매가격을 구한 결과 6,200원/kg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산자판매가격이 6,200원/kg 이상이

면 투자수익성이 있고 이하이면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한다. 오미자 판매가격이 6,200원/kg일 때의 소득

율은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자 현지 생산자판매가격이 5,000~6,000원/kg에 형

성되어서 kg당 5,000원, 5,500원, 6,000원 등 3가지의 가격

시나리오별로 IRR, B/C Ratio, NPV, 조수익, 소득, 소득율

을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3가지 시나리오 모

두 각각 IRR이 -16.00%, -6.91%, 0.40% , B/C Ratio가

0.81, 0.89, 0.97 그리고 NPV가 -13,729천원, -8,009천원,

-2,289천원으로 나타나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3가지 시나리오별로 구한 소득율도 5.6%, 14.2% 그리

고 21.3%로 나타나 순수익이 나지 않는 소득율을 나타내

었다(표 7).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오미자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게 오미자의 경영실태 및 투자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미자 주산단지를 중

심으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 인제(12), 경북 문

경(15)과 전남 화순(12) 그리고 경남 산청(12)지역 등 총

51가구의 오미자 재배농가를 직접 현지 방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경영비, 생산비 등의 투

입비용과 수확량을 산출하여 조수익, 소득, 소득율, IRR,

B/C Ratio 그리고 NPV를 구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소득율과 투자수익성을 동시에 분석하지 않고 분리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득율만을 구해 경제성 분석을 한 연

구들은 그 소득율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IRR, B/C

Ratio 그리고 NPV와 소득율을 연계해서 분석하였다.

적용한 3% 할인율에서 구한 IRR=3.00%, B/C Ratio=

1.00 그리고 NPV=0을 충족하는 오미자 판매가격은 6,200

원/kg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율은 23.9%로 나타났다.

즉 오미자의 소득율이 최소 23.9%에서부터 순수익이 발

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산지출하가격이 5,000원~6,000원/kg

으로 형성되었는데, 산지출하가격 5,000원/kg, 5,500원/kg,

6,000원/kg의 3가지 시나리오별 가격으로 구한 IRR, B/C

Ratio, NPV와 소득율을 보면 3가지 시나리오 모두 IRR이

-16.00%, -6.91%, 0.40%, B/C Ratio가 0.81, 0.89, 0.97

그리고 NPV가 -13,729천원, -8,009천원, -2,289천원으로

나타나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율

도 5.6%, 14.2% 그리고 21.3%로 나타나 순수익이 나지

않는 소득율을 나타내었다. 

최근 2~3년 전만해도 오미자가 생으로 생산자판매가격

이 kg당 7,000~8,000원(가격자료 : 농촌진흥청 2008년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판매되어 농가수익이 상당히

높았는데 2009년도에는 현지 조사결과 kg당 5,000원

~6,000원에 거래 되었다. 최근 오미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지만 국내 재배면적의 증가와 중국산 오미자 수입

의 증가로 인해 생산자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오미자재배투자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오미자 재배의 사업타당성이 없으므로 새로이 오미

자를 재배하거나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오미자는 건

표 6. 오미자 재배를 위한 경영비 및 내급비의 구성비. (단위 : 천원,%)

생산비⑨ 경영비⑤ 내급비⑧

합계⑤+⑧ 소계 고용노동비 자재비 소계 자가노동비 자급비

79,706 60,682 28,971 31,711 19,023 8,523 10,500

100 76.1 36.3 39.8 23.9 10.7 13.2

표 7. 오미자 생산자 판매가격별 재배 투자 수익성.

판매가격 IRR B/C Ratio NPV 조수익 소득 소득율

5,000원/kg -16.00% 0.81 -13,729천원 57,198천원 3,201천원 5.6%

5,500원/kg -6.91% 0.89 -8,009천원 62,918천원 8,920천원 14.2%

6,000원/kg 0.40% 0.97 -2,289천원 68,638천원 14,640천원 21.3%

6,200원/kg 3.00% 1.00 0원 70,926천원 16,928천원 23.9%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의 단기산림소득지원융자가 3%이므로 할인율 3%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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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서 수입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고 유통과정상

청결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국내산 오미자는 신선도와

청결성이 중국산보다 좋기 때문에 중국산 오미자와 차별

화할 수 있는 국내산 생오미자를 이용한 식품개발 등으로

국내산 오미자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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