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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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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the productivity efficiency distribution of 
grape farms under controlled horticulture. For this, we use the farm level data 
survey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e choose 554 farm 
level data after screening inappropriate data during the past 13 years. For the 
analysis, first we use DEA to estimate the farm level productivity efficiency. 
Secondly, we use a kernel density function to show the change of the dis-
tribution of productivity efficiency over the past 13 years. We find that the 
distribution of productivity efficiency shifts to the right, which means the 
productivity efficiency of grapes farms has increased over the past 1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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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FTA 협정국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높은 개방수준을 목표해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가 참여할 경우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과일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수입과일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농가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함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포도품목은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포도 생산국과의 FTA 발효에 

이어, 국내 포도 생산량보다 32배 많은 중국과의 FTA에 정식서명(’15. 6. 1.)을 하였

다.1 정부는 이러한 포도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응하는 국내 포도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개방을 전후하여 국내 포도 농가들의 생산효율성은 향상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경쟁력도 향상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양한 정부 사업들이 실제로 포도 농가들의 생산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국내 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 변화를 분석하여, 연도별 시기

에 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실증분석을 통

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같이 시설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산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태 외(2011)의 “DEA를 이용한 강원도 파프리카 수출농가 경

영 효율성 분석”에서는 강원도 파프리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DEA를 활용해 경영 효율성 분석

을 실시하여 효율성 향상을 통한 파프리카 수출농가의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향미 외(2011)의 “강원도 백합 수출 생산농가의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실증 분석”에

서는 강원도 백합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영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DEA를 이용해 경영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 향

상을 통한 백합 수출농가의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호 외(2014)의 “DEA와 

1 우리나라는 중국과 WTO/SPS 기준으로 협상을 하였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신선 포도가 수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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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시설토마토(반촉성) 재배농가의 생산성에 관한 실증 연

구”에서는 DEA 모형을 이용하여 시설토마토 재배농가를 효율적인 농가와 비효율적인 

농가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생산성 변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최경승(2009)은 “무역개방도가 농가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계측하였

고, 무역 자유화가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시설포도농

가로 한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농가 생산효율성을 계측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자료의 

기간이 짧고 소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

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농촌진흥청의 국내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농산물소

득조사를 사용하였다. 과거 연구들과 달리 13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생산효율성의 분포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생산효

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자료포락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여 개별 농가들의 효율

성을 먼저 계측하였다. 그 결과를 연도별로 분류하고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이용하여 국내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에 변화가 있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몇 개의 기간별로 분류한 생산효율성의 기술 통계치(평균, 

분산, 왜도, 첨도)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았다. 농가 효율성 분

석만을 시도했던 기존의 DEA 선행논문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생산효율성 분포에 대

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포도산업 현황 검토 

2.1. 국내 포도산업의 현황 

  포도 재배면적은 2000년 29,200ha이었으나 농가 고령화에 따른 폐원, 과원폐업지원

사업2, 도시개발, 타 품목으로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는 

2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14 무관세)되는 시
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를 재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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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1ha로 2000년에 비해 42%나 줄어들었다.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감소하

는 추세로 2000년 47만 6천 톤에서 2013년에는 26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포도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는 해외 시장 개방과 맞물려 일부 농가가 포도 산업

에서 탈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가들의 산업에서의 탈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농가들의 생산효율성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

해 뒤에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표 1.  포도 재배면 과 생산량, 2000년~2013년 

단위: ha,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면   29,200 26,803 26,007 24,801 22,909 22,057 19,248

생산량 475,594 453,578 422,036 376,430 367,894 381,436 330,04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면 18,843 18,240 17,996 17,572 17,445 17,181 16,931

생산량 328,680 333,596 332,978 305,543 269,150 277,917 260,280

자료: 통계청.

그림 1.  포도 재배면 과 생산량, 2000년~2013년

자료: 통계청.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과원폐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인 시설
포도, 키위, 복숭아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과원소유자
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원규모
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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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포도 재배면적의 변화를 작형별로 살펴보면, 노지 재배면적은 2000년 28,085ha

에서 2014년 13,538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설 재배면적은 동기간 1,115ha

에서 2,810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설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칠레산 포도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시설포도를 수익성이 있는 작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정부의 FTA 대응 시설지원사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3 시설재배는 노지재배에 비해 기상여건과 병해에 따른 단수 변동이 적고, 조기

수확으로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지재배에서 수익성이 높은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시설과원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시설재배 중에서도 무가온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데, 가온재배에서 무가온재배로 전

환하거나 기존 노지재배에서 무가온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면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 이는 무가온재배가 가온재배에 비해 유류비 부담이 없고 7∼8월 출하시기에는 수

입포도 물량이 적어 시장 내 경합이 덜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가온재배는 노지포도에 

비하여 병해충 피해를 회피할 수 있어 친환경이나 저농약재배가 가능하고, 단경기 판

매로 판매가가 높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무가온재배로 전환하였다.  

  국내 시설포도의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및 생산비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국산 시설포도에 대한 수요

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칠레산 포도의 관세감축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포도의 국내도입

가격이 수입단가와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산 시설포도에 비

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시설포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 중

의 하나이다.4

표 2.  포도 작형별 재배면  

단위: ha,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시설
1,115

(3.8)

1,225

(4.6)

1,438

(5.5)

1,641

(6.6)

1,781

(7.8)

1,951

(8.8)

1,842

(9.6)

1,840

(9.8)

노지
28,085

(96.2)

25,578

(95.4)

24,569

(94.5)

23,160

(93.4)

21,128

(92.2)

20,106

(91.2)

17,406

(90.4)

17,003

(90.2)

체
29,200

(100.0)

26,803

(100.0)

26,007

(100.0)

24,801

(100.0)

22,909

(100.0)

22,057

(100.0)

19,248

(100.0)

18,843

(100.0)

3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자료를 보면, 시설포도의 10a당 소득은 2000년 460만 원에서 2013년 
560만 원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한필 외. 2012.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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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포도 작형별 재배면 (계속)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14/’00)

시설
2,009

(11.0)

2,239

(12.4)

2,242

(12.8)

2,467

(14.1)

2,591

(15.1)

2,802

(16.5)

2,810

(17.2)
152.0

노지
16,231

(89.0)

15,757

(87.6)

15,330

(87.2)

14,978

(85.9)

14,590

(84.9)

14,129

(83.5)

13,538

(82.8)
-51.8

체
18,240

(100.0)

17,996

(100.0)

17,572

(100.0)

17,445

(100.0)

17,181

(100.0)

16,931

(100.0)

16,348

(100.0)
-44.0

주: (   )는 해당 작형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연도. ｢농업전망｣.

  국내 전체 포도 농가 수는 2000년에 49,619가구에서 2010년 35,765가구로 감소하였

고, 노지포도 농가 수는 동기간 46,370가구에서 31,223가구로 감소하였으며, 시설포도 

농가 수는 동 기간 3,249가구에서 4,542가구로 증가하였다.

표 3.  국내 노지･시설포도 농가 수, 5년 단  기  

단위: 가구

노지포도: 농가 수 시설포도: 농가 수 체 농가 수

2000 46,370 3,249 49,619

2005 33,511 4,213 37,724

2010 31,223 4,542 35,765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2. 대외 현황 

2.2.1. 포도 FTA 현황 

  2000년대부터는 주로 특정 국가･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과일류 수입

이 확대되었다. FTA는 협정체결국･지역 간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 원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과일류 수입량이 늘어나게 된다. 신선포도의 경우에는 FTA에 

따라 계절관세가 적용되는데, 2004년 4월 최초로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칠레산 

포도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 3월에는 한･미 FTA가 시행되어 미국산 포

도 수입량도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까지는 칠레와 미국에서만 수입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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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11년 한･페루 FTA 발효 후 페루산 포도의 수입이 개시되었고, 페루산 포도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표 4.  포도 FTA 세인하 방식 

세인하 방식

포도

칠
(5.1∼10.31) 45% 행 세 유지

(11.1∼4.30) 45% 기 세 10년간 균등철폐(’14 무 세)

미국
(5.1∼10.15) 45% 기 세 17년간 균등철폐

(10.16∼4.30) FTA 발효 즉시 24%로 감축 후 4년간 균등철폐(’16 무 세)

페루
(5.1∼10.31) 45% 행 세 유지

(11.1∼4.30) 45% 세 10년간 균등철폐(‘15 무 세)

호주
(5.1∼11.30) 45% 행 세 유지

(12.1∼4.30) 45% 세 5년간 균등철폐

자료: 이용선 외. 2014. ｢과일 수입확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2. 신선포도 수입 동향 

  포도 수출량은 2000년 31톤에서 2014년 580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생산량에 비

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신선포도 수입량은 1996년 2,403톤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0년 8천 톤 정도였으나, 칠레, 미국, 페루 등과의 FTA 타결 이후 급증하여 2013년

에는 5만 8천 톤이었다. 포도 수입량 중 80% 이상이 상반기에 칠레에서 수입되고, 나

머지는 하반기에 미국 등에서 수입된다. 

표 5.  한국의 신선포도 수입량 

단위: 톤, (%)

1996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칠
1,800

(74.9)

6,585

(83.1)

11,173

(83.7)

29,452

(90.7)

30,894

(88.4)

39,179

(86.7)

46,597

(86.0)

47,413

(80.7)

미국
602

(25.1)

1,336 

(16.9)

2,175

(16.3) 

3,031

(9.3) 

4,070

(11.6) 

5,770

(12.8) 

5,951

(11.0) 

7,579

(12.9) 

페루 - - - - -
240

(0.5) 

1,644

(3.0) 

3,751

(6.4) 

체 2,403 7,921 13,353 32,482 34,963 45,189 54,192 58,743 

주: (   )는 국가별 수입 비중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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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산 신선 포도의 경우 수입물량의 증가는 물론 수입시기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월별 수입을 살펴보면,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10월부터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3∼4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칠레산 포도는 4월 수입량이 많아, 우리나라 시설포도

의 성출하기인 5∼6월의 시장가격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포도 출하시기인 6∼9월 사이에도 일부 수입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시기에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국내 가격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표 6.  한국의 신선포도 월별 수입량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0 195 368 1,604 1,709 2,346 1,165

2005 235 705 2,316 5,957 1,943 146

2010 243 1,678 7,251 15,165 5,039 1,551

2013 2,216 5,240 11,770 21,490 7,205 1,923

2014 3,009 4,704 11,073 28,540 2,260 68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 202 32 31 34 123 110

2005 87 42 242 492 516 671

2010 94 393 810 1,059 1,215 466

2013 331 528 1,138 1,834 2,995 2,073

2014 586 828 932 2,241 2,855 1,54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연도. ｢농업전망｣. 

3. 실증 분석

3.1.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소개

  DEA 모형에 의한 효율성 측정의 기본 논리는 Farrell의 상대적 효율성 개념을 기반

으로 한다. DEA 모형은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수의 산출요소를 생산하는 

DMU(Decision Making Unit; 의사결정단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으

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CCR 모형과 BCC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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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R 모형은 평가 대상인 DMU(의사결정단위)들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이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모형이기 때문에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한다. BCC 모형은 규모에 대한 가변성을 허용하기 위해 

평가대상인 DMU(의사결정단위)들이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VRS)이

라 가정하고, 규모의 효율성을 배제한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모형이다. 즉, 

BCC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효율성은 순수 기술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CCR 모형은 평가 대상이 되는 DMU들의 투입물의 가중합계에 대한 산출물의 가중

합계의 비율이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각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가중치들은 0보다 

크다는 단순한 제약조건하에서 DMU의 투입물 가중합계에 대한 산출물 가중합계의 

비율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선형분수계획법이다.

 (1)

   


 






  








 






  




≤    ⋯

 ≥      ⋯

 ≥      ⋯

  여기서,

     의 효율성

  번째 산출물에 대한 가중치,     번째 투입물에 대한 가중치

    의 번째 산출물의 양,    평가대상  의 번째 산출물의 양

    의 번째 투입물의 양,   평가대상  의 번째 투입물의 양

  non ― Archimedean상수

  의 수,  : 투입물의 수,  : 산출물의 수

  위의 투입지향 CCR 모형의 분수형 계획문제를 목적함수의 투입물의 가중합을 1로 

고정하고 제약조건식을 변형한 후, 개별 DMU에 대해서 선형계획법 문제를 다음과 같

이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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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일반적으로 선형계획법에서는 제약조건식의 수가 많아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

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며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쌍대문제로 변형한 후 해결한다.

 (3)

    


  



  
     ⋯


 



  
     ⋯




 ≥  ∀

여기서,    의사결정단위 에 부여된 가중치

   투입물 에 대한 여유변수(slack variable) 

   산출물 에 대한 여유변수(slack variable)

  BCC 모형은 위의 CCR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을 완화하여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VRS)이란 가정을 적

용하고 볼록성(Convexity) 필요조건을 추가한 모형이다. 위의 CCR 모형의 쌍대문제를 

BCC 모형으로 변환하려면 규모에 대한 가변성을 완전히 허용하기 위해서 볼록성 제약인 


 



  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면 된다.

  또한 CCR 모형과 BCC 모형은 투입요소에 초점을 두는가, 산출물에 초점을 두는가

에 따라 투입지향(Input-oriented)과 산출지향(Output-oriented)으로 구분된다. 즉, 의사

결정의 주요 대상이 투입물인지 산출물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투입지향모형은 산출수

준을 유지하면서 투입요소 사용량의 비례감소(투입요소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지)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이고, 산출지향모형은 투입수준을 유지하면서 산출

물 생산의 비례증가(산출물 생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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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두 모형은 CRS 가정하에서는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 VRS 가정하에서는 값

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투입･산출 CCR 모형과 투입･산출지향 BCC 모형을 모두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형(CCR 투입(=산출), BCC 투입, BCC 산출)을 가지고 각 

개별 농가 들의 효율성 수준  ≤  ≤ 를 DEA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때  가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농가이고 0에 가까울수록 비효율적인 농가를 의미

한다. 

3.2.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원자료의 시설포도 

재배농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5 ‘농산물소득조사’ 자료는 해당 지역 시･군농업

기술센터에서 숙련된 경영전문 농촌지도사가 직접 조사하여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

인 자료라 할 수 있다(장현동 2007). 

  DEA 분석에서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에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포도농가의 경영효율성 실증 분석을 위해 산출

변수로 조수입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농가는 캠벨얼리, 거봉, 대봉, 자옥, 델라웨어, 

피오네 등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고 있기에 산출변수를 생산량으로 정의하면 비교가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 대신 조수입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투입변

수로는 단위가 달라 합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슷한 범주의 투입변수들을 하나의 그룹

으로 묶어 비용투입변수로 처리하였고, 합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물량투입변수

로 처리하였다. 비용투입변수로는 비용변수인 비료비(무기질비료비+유기질비료비), 광

열동력비, 제재료비, 감가상각비(대농기구상각비+영농시설상각비), 조성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물량투입변수로는 재배면적, 노동투입시간(고용노동시간+자가노동시간)

을 사용하였다.6

  단, 물량이 아닌 조수입 혹은 비용변수를 사용할 경우 물가변화에 따른 시장상황의 

5 분석작목의 선정에 있어서 노지작목의 경우에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정한 의 
값이 농가의 진정한 효율성을 측정한 것이 아닌 기상의 영향을 받은 값이기 때문에 노지포도
가 아닌 시설포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6 포도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아닌 다른 지수, 예를 들어, 일반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할 경
우에는 포도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장가격의 변화가 정확히 제거되지 않아 그로부터 추정
된 효율성 지표값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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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디플레이트를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증분

석을 위해 산출변수인 조수입은 포도 농가판매가격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하였

다. 투입변수 중 비용 투입변수들만 201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조성비는 총 농가

구입가격지수로, 비료비, 광열동력비, 제재료비는 각각의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레

이트하였다. 

  농가 생산효율성 분석과 함께 한･칠레 FTA 전후 생산효율성 분포변화를 계측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포도의 ‘농산물소득조사’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

된 전체 611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투입요소인 비용이 영(0)인 26농가를 제외

하였다. 또한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해   이상의 이상치(outlier) 31농가를 

제거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농가를 전체 611농가 

중 57농가를 제외한 554농가로 한정하였다. 

  분석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보면, 분석 대상 농가의 평균 조수입은 약 10,113천 

원(/10a)이고 투입변수의 비용합계는 약 4,603천 원(/10a)이다. 투입변수의 비용 중 광

열동력비가 약 1,611천원(/10a)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감가상각비, 제재료비, 비료비, 

조성비 순이다.

표 7.  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치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 편차()

산출변수

(1개)
조수입(원) 1,378,755 38,226,836 10,113,060 4,215,222 

투입변수

(7개)

비료비(원) 18,053 2,055,027 442,327 304,459 

열동력비(원) 1,684 7,422,597 1,610,629 1,337,720 

제재료비(원) 10,748 2,996,324 904,433 481,343 

감가상각비(원) 17,617 4,168,129 1,394,720 753,076 

조성비(원) 8,174 1,790,688 250,887 301,462 

재배면 (평) 300 7,000 1,764 1,158 

노동투입시간 22 604 282 87 

주: 감가상각비, 조성비는 총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로, 그 외의 투입 비용변수들은 각각의 농

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로, 산출변수인 조수입은 포도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로 디플

레이트하였음. 

자료: ‘농산물소득조사’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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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증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시설포도농가의 생산

효율성 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1년

에서 2013까지의 554 표본농가를 하나의 범주에 넣어 생산효율성을 계측하였다. 즉,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554농가에 대한 효율성 지수인 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가들의 효율성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2001년∼2013년)을 4년 단위로 쪼개 3개 구간

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다음으로 한･칠레 FTA가 체결된 2004년 전후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도 비교해보았다. 추정된 에 대한 분포를 그리기 위해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구간의 효율성 분포 비교를 위해 각 구간

별 분포의 기술 통계치(평균, 분산,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7 각 그림(그림 2∼7)에서 

횡축은 각 개별농가들의 에 대한 추정치를, 종축은 확률밀도함수값을 나타낸다. 값

이 1에 가까워질수록 효율성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3.3.1. CCR 투입･산출지향

  DEA 모형인 CCR 투입･산출지향모형을 이용하여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을 측

정하였고, 이 생산효율성의 분포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

다.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를 나타내는 커널밀도함수를 분석해보면, 연

도별 시기에 따라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이동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기술 통계치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커널밀도함

수의 평균은 0.478이고 분산은 0.066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

균은 0.506이고 분산은 0.036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균은 

0.644이고 분산은 0.040이다. 연도별 시기에 따라 농가 생산효율성의 평균은 점점 증가

하고, 분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왜도 값은 양수이고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며 생

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 치우친 채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첨도를 보면, 2005년부터 

7 왜도는 분포가 좌우로 치우친 정도(비대칭도)를 나타낸다. 양수 값이면 좌로 치우치고 음수 값
이면 우로 치우치는데, 값이 클수록 치우치는 정도가 크다. 첨도는 분포모양의 중간 위치에서 
뾰족한 정도를 나타낸다. 양수 값이면 표준정규분포보다 뾰족하고 음수 값이면 표준정규분포
보다 납작한데, 값이 클수록 그 정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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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의 생산효율성 분포가 중간 위치에서 가장 뾰족하다. 2004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04년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균은 0.584이고 

분산은 0.043이다. 2004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아도 생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CCR 투입･산출지향 – 연도별 커 도함수 비교

표 8.  CCR 투입･산출지향 – 연도별 커 도함수 기술 통계치

구분 평균 분산 왜도 첨도

2001년∼2004년 0.478 0.066 0.991 2.705

2005년∼2008년 0.506 0.036 0.959 3.880

2009년∼2013년 0.644 0.040 0.487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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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R 투입･산출지향 – 2004년 후 커 도함수 비교

표 9.  CCR 투입･산출지향 – 2004년 후 커 도함수 기술 통계치

구분 평균 분산 왜도 첨도

2001년∼2004년 0.478 0.066 0.991 2.705

2005년∼2013년 0.584 0.043 0.605 2.642

3.3.2. BCC 투입지향

  DEA 모형인 BCC 투입지향모형을 이용하여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을 측정하

였고, 이 생산효율성의 분포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를 나타내는 커널밀도함수의 기술 통계치를 보

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균은 0.753이고 분산은 0.033이다. 2005

년부터 2008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균은 0.771이고 분산은 0.022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균은 0.806이고 분산은 0.027이다. 연도별 시기에 따라 

농가 생산효율성의 평균은 점점 증가하고, 분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왜도를 살

펴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0.026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0.145로 양수

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0.196으로 음수이다. 왜도 값은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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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양으로 변한다. 

첨도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생산효율성 분포가 중간 위치에서 가장 뾰족

하다. 2004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04년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커널밀도

함수의 평균은 0.791이고 분산은 0.025이다. 2004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아도 생

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BCC 투입지향 – 연도별 커 도함수 비교

표 10.  BCC 투입지향 – 연도별 커 도함수 기술 통계치

구분 평균 분산 왜도 첨도

2001년∼2004년 0.753 0.033 0.026 1.598

2005년∼2008년 0.771 0.022 0.145 1.976

2009년∼2013년 0.806 0.027 -0.19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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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CC 투입지향 – 2004년 후 커 도함수 비교

표 11.  BCC 투입지향 – 2004년 후 커 도함수 기술 통계치

구분 평균 분산 왜도 첨도

2001년∼2004년 0.753 0.033 0.026 1.598

2005년∼2013년 0.791 0.025 -0.040 1.831

3.3.3. BCC 산출지향

  DEA 모형인 BCC 산출지향모형을 이용하여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을 측정하

였고, 이 생산효율성의 분포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를 나타내는 커널밀도함수를 분석해보면, 연도

별 시기에 따라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이동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기술 통계치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커널밀도함

수의 평균은 0.542이고 분산은 0.079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

균은 0.567이고 분산은 0.053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균은 

0.708이고 분산은 0.047이다. 연도별 시기에 따라 농가 생산효율성의 평균은 점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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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왜도 값은 양수이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0.674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0.198이다. 생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 치우친 채

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도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생산효율성 분포가 중간 위치에서 가장 뾰족하다. 2004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04년 이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커널밀도함수의 평균은 0.646이고 분산은 0.055

이다. 2004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아도 생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BCC 산출지향 – 연도별 커 도함수 비교

표 12.  BCC 산출지향 – 연도별 커 도함수 기술 통계치

구분 평균 분산 왜도 첨도

2001년∼2004년 0.542 0.079 0.674 1.899

2005년∼2008년 0.567 0.053 0.754 2.572

2009년∼2013년 0.708 0.047 0.19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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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CC 산출지향 – 2004년 후 커 도함수 비교

표 13.  BCC 산출지향 – 2004년 후 커 도함수 기술 통계치

구분 평균 분산 왜도 첨도

2001년∼2004년 0.542 0.079 0.674  1.899

2005년∼2013년 0.646 0.055 0.349  1.925

3.4. 분석 결과 해석 

  앞 절에서 분석한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CCR 투입･산
출지향모형, BCC 투입･산출지향모형 중 어느 것을 이용하여도 연도별 시기에 따라 시

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그 분포를 살펴보면, 농가생산효율성의 평균은 점점 증가하고, 분산은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들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에 농가들 사이의 편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수준에서의 기술적인 이질성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첫째, 만약 생산성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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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농가들이 시설포도 산업에서 퇴원하였다면, 그로 인해 남아 있는 농가들의 생

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1994년 UR 때 개방되면서 경지면적 혹은 재배

농가수가 감소한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시설포도 농가 수는 2000년 3,249가구에서 2010년 4,542가구로 증가하였다. 즉, 생

산성 향상의 원인이 한계농가의 퇴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시장상황의 변화, 예

를 들면, 시장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산성이 높게 계측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형 설정과 자료 이용 과정에서 모두 적절한 디플레이트를 통해 처리되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도 크지 않다. 셋째, 각 개별 농가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사용한 농촌진흥청의 자료 공

시에는 이러한 개인적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이러한 자료가 수집되고 공개된 이후에 더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생산성 향상은 정부의 

산업에 대한 R&D 투자와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각 개별 농가의 노력 등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

하면, 효율성(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자본(물적 그리고 인적 자본)과 기술이 누적되

어 나타난 결합물이고 동시에 이러한 누적효과(spill over effect)는 동시대의 개인 간 

그리고 어느 한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

문이다. 

4. 요약 및 결론

  포도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내 포도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대응

책으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부 정책

사업들, 그리고 시장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이 실제로 포도 재배농가들의 생산효율

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시설포도농가의 생산

효율성 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1년

부터 2013년까지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중에서 시설포도 554 표본농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하나의 범주에 넣어 국내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생산효율

성을 계측하였다. 계측한 결과를 연도별로 다시 분류하고 커널밀도추정을 이용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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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를 연도별로 묶어서 비교해보았다. 비교를 위

해 연도별 분포의 기술 통계치(평균, 분산, 왜도, 첨도)를 구하여 변화의 방향을 분석하

였다. 생산효율성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구간을 4년 단위로 쪼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또한 한･칠레 FTA가 체결된 2004년 전후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도 비교해보았다. 

  비교를 위해 DEA 모형 중 CCR 투입･산출지향모형, BCC 투입･산출지향모형을 각

각 이용하여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연도별 시기에 따라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

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농가생산효율성의 평균은 점점 증가하

고, 분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년 단위로 비교

하든지 아니면 2004년 한･칠레 FTA가 체결된 전후로 비교하든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과 시장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생산효율성이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의 이행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시설포도를 재배하는 농

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과원폐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업분야 한･칠레 FTA 대책은 폐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과수시설현대화 등 경쟁력 

제고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노지면

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하여 오히려 면적이 증가하였다. 또한, 과수시설현

대화 등 경쟁력 제고 사업은 생산성 향상, 노동력 감소, 경영규모 확대, 소득증대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정부의 폐업지원사업에 따른 구조개선과 경쟁력제고

지원 등이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생산효율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포도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지속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에

서 개별 농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정부 정책 참여 혹은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정보자료

가 공개된다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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