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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d carried out an analysis of leaf tobacco production cost by cost items, growing 

stages, and farm sizes per 10a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termination of the purchasing price 

of leaf tobacco by KT&G. Considering the survey results of 12 tobacco farm households, the 

composition rates of production cost by items revealed as 7-10% for land service, 5-22% for 

depreciation, 13-25% for material costs, 50-65% for labour cost respectively. The production cost 

of leaf tobacco by growing stages were shown as 15.3% in nursery bed period, 32.3% in main 

growing period in field, 30.8% in harvesting period and 21.6% in packing period. 

  The magnitude of wage expenditure was appeared as harvesting stage, packing stage, growing 

stage on main field and nursery bed stage in order. The amount of material costs were revealed 

as the growing stage in main field, harvesting stage, nursery bed stage and packing stage 

respectively.

  The production costs of leaf tobacco per 10a by farm sizes were shown as 1,615,879won for 

small farm, 1,446,896won for medium farm and 1,454,408won for large farm respectively. The 

production cost of leaf tobacco had shown decreasing tendency according to increasing farm size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veness of leaf tobacco producing farms, labour 

saving production technologies  and cost effective farm size to decrease tobacco produ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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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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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농산물 무역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

라 잎담배 재배농가의 환경도 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 노동력의 감소와 농 인구의 고

령화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노임과 자재비를 비롯한 물가의 

상승으로 잎담배 재배농가의 생산비는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잎담배 수매가는 동결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잎담

배 재배농가들은 경 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잎담배 생산을 유지하고, 재배농가를 보호

하기 한 새로운 안을 찾기 해서는 생산비

에 한 체계 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3년 지방세에서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

은 6.2%로 우리나라에서 잎담배는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값싸고 

질 좋은 잎담배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많은 소비

자들이 국산 잎담배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

다. 재는 수입되는 잎담배에 많은 세를 용

시켜 피해를 이고 있지만, WTO 상이 마무리

되어 실화되면 세를 낮춰야 하며, 수입물량 

한 늘리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잎담배는 로가 결정되어 있

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주식회사 KT&G(이하 

KT&G라 한다)나 엽연 생산 동조합(이하 조

합이라 한다)의 지시 로 생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재 민 화 된 KT&G는 계약된 수량만 

수매를 하고 있으며, 잎담배 생산비는 증가하고, 

매년 담배 수입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잎담

배 생산농가들은 잎담배 재배를 포기하거나 주 

작물을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생산비를 여 소득증 를 꾀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잎담배 생산비에 하여 체계 으로 분석된 

자료가 없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황색종 잎담배 재배농가 12호를 조사ㆍ분석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Ⅱ. 잎담배 재배농가의 생산비 계산 방법

  

2.1 표본농가의 개황

  조사농가는 두 그룹으로 구분하 다. 

  Ⅰ그룹 농가는 생산비 계산에서 가장 많은 몫

을 차지하는 노동력을 평가하기 한 것으로 12

농가를 선정하 다. 지역별로 북부, 부, 김천, 

경북 등 각 사업소별로 , , 소 각 1농가씩 선

정하 다. , , 소의 구별은 농을 150a 이상 

200a 미만으로 하여 그 이상을 농, 그 미만을 

소농으로 하 다. 연령별로는 40  1명, 50  5

명, 60  6명으로 평균연령은 59세이며, 60  이

상과 미만으로 반씩 선정되도록 하 다. 농

규모는 90a에서 310a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농규모는 173a이다. 

  Ⅱ그룹 농가는 노동에 한 노임, 감가상각비

와 토지용역비 등을 계산하기 하여 재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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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조합에 해 조합별로 노임과 토지용역비가 

략 상과 하가 되는 각 1농가를, 즉 조합별

로 2농가, 모두 56농가를 선정하 다. 연령별로는 

30  2명, 40  15명, 50  24명, 60  15명으로 

평균연령은 53.7세이다. 농규모는 80a에서 320a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농규모는 155a이다. 

  생산비가 계산되는 총 농가수는 12농가이며, 

노임, 감가상각비, 토지용역비 등은 지역별로 편

차가 심하고, 생산비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비용이므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기 해 

56농가의 Ⅱ그룹을 선정하여 비용을 계산하 고, 

그 자료를 포함해서 Ⅰ그룹 농가에 한 생산비

를 구하 다.

2.2 비목별 생산비 계산방법

  (1) 노임의 계산

    가. 노임의 계산방법

  잎담배는 생산비의 부분이 자가 노동에 한 

노임이다. 따라서 자가노동에 한 노임의 평가 

표 1. 노임 계산 방법                                                       (단  : 호, 천원)

사업소 북부 부 김천  경북 남원 충남

농가수(A) 10 12 12 12 6 4

평균임 (B) 41.5 48.3 34.3 37.1 51.7 41.3 

A*B 415.0 579.6 411.6 445.2 310.2 165.2 

용임 2,326.8 / 56 = 41.5

표 2. 작기별 지 액                                                       (단  : 천원)

구  분
자가 고용

남 여 남 여

묘상기 41.5 28.2 41.5 28.2

본포기 41.9 29.3 41.9 29.3

수확기 47.9 34.0 49.3 34.9

포장기 41.6 28.7 41.6 28.7

는 매우 요하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노임의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남자노동의 경우 노동시

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노임의 평가가 매우 

어려웠다. 

  묘상기의 노동투입에 해서는 4월의 노임으로 

평가하 으며, 본포기는 5-6월, 수확기는 7-8월, 

포장기는 9월의 노임을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지 액에 해서만 조

사하고 식물비는 다음에 언 할 별도의 기 에 

의해 지 액에 합산하 다.

  4월 남자 노임을 기 으로 노임을 산정한 방법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사업소별로 조사된 

평균임 에 조사한 농가수를 곱하여 용할 임

을 계산하 다. 

    나. 작기별 노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작기별 지 액

으로 본 노임은 표 2와 같다. 

  자가노임의 평가액에서 남자의 지 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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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상기, 본포기, 포장기는 42,000원 수 이며, 수

확기에는 48,000원 정도 다. 여자는 30,000원을 

도는 수 이었는데 수확기에는 34,000원이었다. 

고용노동에 한 노임은 자가노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 식비

  노임은 에서 계산한 부분과 식비의 합

으로 이루어진다. 식비는 지역에 따라 음식물

의 종류와 회수에 많은 차이를 내고 있어 조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액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의 식비에 해서는 

농 조사월보의 년도 월별 농 임   식물 

평가액을 사용하 다. 묘상기는 2, 3, 4월의 평균

치를, 본포기는 5, 6월의 평균치를 사용하 으며, 

수확기는 7월의 식물 평가액을 사용하 다. 

  묘상기의 식비는 남자 9,006원, 여자 7,685원

이며, 본포기는 각각 9,294원, 7,842원, 수확기, 포

장기는 9,251원, 8,062원이다.

  자가노동의 식비에 해서는 농가경제통계에 

나타난 년도의 음식물비 지출액  주식물과 부

식물, 조미료를 합하고 외식이나 기호품을 제외하

여 이를 일년으로 나  6,236원을 계상하 다.

  (2) 자재비

  잎담배 생산농가에서 소요되는 자재비를 종자

표 3. 작기별 식비

(단  : 천원)

구  분
자가 고용

남 여 남 여

묘상기 6.2 6.2 9.0 7.7

본포기 6.2 6.2 9.3 7.8

수확기 6.2 6.2 9.3 8.1

포장기 6.2 6.2 9.3 8.1

ㆍ종묘비, 비료, 농약, 제 재료비, 열ㆍ동력비, 

 기타 요 으로 구분하 으나, 여기서는 하나

하나 구분하지 않고 일 으로 설명하 다. 소

농기구는 재료비와 구분하기 힘들어 제 재료비에 

포함시켰다. 

    가. 종자ㆍ종묘비

  잎담배의 종자는 KT&G에서 무상 공 되므로 

지 까지는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KT&G에서 무상 공 되지 않을 경우 이 비용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비료비

  비료비는 복합 비료, 유기질 비료, 황산가리, 

퇴비 등을 구입한 비용으로 농가에서 구입한 비

용을 계산하 다. 퇴비의 경우 구입한 비용이 있

는 경우에는 구입한 비용을 계산하고, 구입한 비

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농가의 단가를 용하

여 계산하 다.

    다. 농약비

  농약비는 살충제, 살균제, 제 제와 기타 농약

으로 나 어 구입한 비용을 계산하 다. 지역별

로 분류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용된 모든 

농약을 비용으로 계산하 다.

    라. 제 재료비 

  제 재료비는 작기별로 사용되는 재료들로서 작

기별로 재료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묘상기

에서는 하우스용, 육묘용, 부상형용, 육묘  부

상형 공용으로 나 었으며, 본포기에는 멀칭필름, 

수확기에는 수확엽포 와 건조용 필름, 포장기에

는 장 , 나일론 끈, 비닐, 종이 노끈 등을 정

리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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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열ㆍ동력비

  열ㆍ동력비에는 기별로 소요된 휘발유, 경

유, 석유(등유), 기 등의 사용액을 계산하 다. 

지역별로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

나 조사된 가격을 그 로 계산하 다.

    바. 임차료

  임차료에는 본포기에 농기계임차료 등을 계산

하 다.

    사. 자재비

  자재비를 작기별로 나 어 살펴보면 표 4와 같

다. 자재비는 257,414원으로 체 생산비의 17.7%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반 이상이 본포기

에 소요되었다. 

표 4. 작기별 자재비

구  분 액(원) 비율(%)

묘상기 42,769 16.6 

본포기 134,701 52.3 

수확기 76,308 29.6 

포장기 3,636 1.4 

계(비율) 257,414(17.7)

  (3) 감가상각비

    가. 기계

  감가상각의 상이 되는 농업용 기계의 연 작

부담율과 내용년수와 함께 경작농가의 농기계 보

유정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트랙터만 설명

하면 내용년수는 8년이고, 연 작부담률은 5%이

며, 황색종을 재배하는 12농가  7농가가 7 를 

보유하고 있다.

표 5. 농기계 분석

기계명 내용년수 부담률(%) 농가수 수

트랙터 8 5 7 7

경운기 7 30 12 16

수동분무기 5 30 12 17

동력분무기 8 35 11 13

정량분무기 8 35 5 5

울 15 30 12 15

원동기 10 35 1 1

양수기 10 30 5 6

휴립기 7 30 5 5

피복기 7 10 5 5

엽 상 15 100 6 8

경작 리기 4 60 11 13

리어카 5 100 4 4

    나. 시설

  감가상각의 상인 농시설에 해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벌크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조기와 이에 필요한 시설을 정리하 다. 건조

기와 련된 시설은 기계이나 양 기 에서 지

까지 행 으로 시설로 처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왔으므로 여기서도 이에 따랐다.

표 6. 농시설 분석

시설명
내용

년수

부담률

(%)
농가수 수

벌크건조기(2.5) 7 70 12 30

벌크건조기(6.0) 7 80 5 6

랙카 8 100 8 24

육묘하우스 1 70 9 11

공드럼 10 50 8 14

물독 8 50 6 6

행거 8 100 6 13

건조실(50) 15 70 - -

건조실(15) 20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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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가상각비 종합

  이런 방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표 7과 같

다. 감가상각비는 기계 48,201원, 시설 86,848원으

로 계산되었다. 

표 7. 감가상각비

(단  : 원/10a)

구 분 기 계 시 설 계

비 용 48,201 86,848 135,049

  (4) 용역비  기타 비용

    가. 토지용역비

  토지용역비란 토지를 그 작물의 생산에 사용하

기 하여 지불되어야 할 비용, 즉 토지의 기회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를 잎담배 생산

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작물의 경작에 사용

되었을 것이나 잎담배를 재배함으로써 다른 작물

을 생산하지 못하 으므로 그에 한 수익을 비

용의 형태로 계산하는 것이다.

  토지에 한 기회비용은 다음 세 가지의 형태

로 나타난다.

  첫째, 다른 작목을 재배한다.

  둘째, 농사를 포기하고 직업을 환한다. 이 경

우 토지를 팔았다면 이자 수입이 기회비용이 된다.

  셋째,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빌려

다. 이 경우 임 료 수입이 토지의 기회비용이 

된다.

  이  가장 쉬운 것이 세 번째의 임 료이다. 

본 연구에서 토지용역비는 임차농가의 지불임차료

를 기 으로 하 다. 즉 임차를 하 을 경우 지불

된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 임 하 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임 료를 지에서 거래

되고 있는 임차료를 고려하여 계산하 다. 

  통계청에서 농산물 생산비를 조사하는 데서도 

1973년 이 에는 지가에 이자율을 10% 용하

으며, 1974-1982년까지는 지가의 5% 이자율을 

용하 으나 1983년 이후에는 임차료(추정임차

료)를 용한 후 해당필지에서 1년간 생산한 작

물 총수입에 한 조사작물 조수입의 부담비율을 

용하고 있다. 

① 부담비율

토지용역비에서 부담비율이란 잎담배를 생산하기 

해 토지를 임차하 으나 잎담배 수확 후 다른 

작물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잎담배의 부담분을 결정하 다. 원칙 으로 부담

비율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부담비율 = 잎담배수입 / (잎담배수입 

               + 다른 작물수입)

  그러나 다른 작물의 수입은 올해가 지나서 계

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 까지 양 기 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담비율을 사용하 다. 행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육묘지의 경우 고추 등 다른 작물과 육묘를 같

이 하므로 20%, 건조지는 건조 에 다른 용도

로 사용하므로 30%, 본포지는 후작 작물의 생산

에 이용되므로 60%로 하고 있다.

  담배의 후작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가

을배추와 무우, 콩 등이며, 그 외에도 여러 작물

이 재배되고 있으나 이 작물의 생산에 투하된 비

료 등이 잎담배의 품질에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자연과학  연구가 필요하다.

② 토지용역비 계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토지용역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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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당 126,741원으로 계산되었다. 

    나. 자본용역비

  자본용역비란 토지를 그 작물의 생산에 사용하

기 하여 지불되어야 할 비용, 즉 자본의 기회

비용을 말한다. 일반 으로 자본의 기회비용은 

자본을 차입하 을 경우에는 차입이자를, 자기자

본일 경우에는 은행이자율을 계상한다. 

  본 조사에서는 고정자본의 경우 은행의 정기

리에 해당하는 5%를 용하 으며, 유동자

본은 이자율이 낮은데다 KT&G에서 일정부분의 

선 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 기 의 합의

를 거쳐 계산하지 않았다. 연 작부담율은 감가

상각비와 같이 용하 다. 

  계산된 고정자본 용역비는 39,511원으로 계산

되었다.

    다. 반입비와 조합비

① 반입비

  반입비는 유통비이나 잎담배는 매할 수 있는 

곳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비용을 기타 생

산비에 포함하여 취 하도록 하 다.

  반입비는 농가와 수매장의 거리에 따라 일부 

운송비가 지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계산되는 비

용은 수매를 하기 하여 하루 는 반일의 노동

을 하지 못한데 한 기회비용이다.

  앞으로 반입비는 부부가 하루 일을 하는 것으

로 보아 1일분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여

기서 반입비는 4,438원으로 계산되었다. 

② 조세공과

  조세공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합비이다. 조합

별로 수매가의 일정비율을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

는데 2002년에는 1.8-3.0%의 조합비를 징수하

고, 2003년에는 1.5-3.0%의 조합비를 징수할 

정이다. 

  조세공과는 표본 Ⅱ그룹농가의 추정실 치를 

계산하 다.

추정된 조세공과는 년에 비해 75% 수 으로 

감소하 다. 이는 생산감소에 따른 상되는 조

합비의 감축분으로 2003년의 잎담배 경작이 흉작

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측의 설명에 의하

면 수확기의 상수확량과 건조 손질 후의 실 수

확량과 차이가 있으므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조세공과비는 26,674원으로 계산되었다. 

Ⅲ. 잎담배 재배농가의 생산비 분석 

 

3.1 경 비 분석

  10a당 경 비를 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체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증ㆍ감

이 교차하여 일정한 추세를 정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그러나 소농, 농, 농으로 구분하여 

규모별 평균을 구해본 결과 소농 715,759원, 농 

660,900원, 농 648,927원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

라 10a당 경 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 비  자재비는 31-51%, 고용노임은 31-55%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목별 비율을 보면 

면 이 은 소농에서는 체 으로 자재비의 비

율이 높았고, 농에서는 고용노임의 비율이 높

았다. 재배면 이 가장 은 90a의 경우 고용노

임이 없었다. 이 농가는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100% 자가노동으로 해결하 음을 의미

한다.

  그림 1은 10a당 경 비의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 비는 불규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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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규모에 따른 10a당 비목별 경 비
(단  :  원)

자재비

(%)

감가상각

(%)

임차료

(%)

고용노임

(%)

경 비

(%)

소농

(110a)

277,243

(38.7)

220,664

(30.8)

11,250

(1.6)

206,603

(28.9)

715,759

(100.0)

농

(163a)

281,684

(42.6)

115,382

(17.5)
0

263,834

(39.9)

660,900

(100.0)

농

(248a)

239,187

(36.9)

86,315

(13.3)

9,091

(1.4)

314,334

(48.4)

648,927

(100.0)

평균

(173a)

260,518

(39.1)

123,818

(18.6)

6,707

(1.0)

275,673

(41.4)

666,805

(100.0)

10a당 경영비

300,000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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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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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산

비

그림 1. 10a당 경 비 변화추세

로 움직이고 있어 규모에 따른 경 비를 추정하

기는 어렵다. 

  경 비가 규모와 무 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개별 농가마다 농기계의 보유정도가 다

르다. 농기계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노임, 감가상

각비, 임차료 등이 변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 농가마다 자가노동력의 형태와 능

력이 다르다. 자가노동력 즉 가족 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은 경우 자가노동력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은 노동력일수록 효

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노임이 변하게 된다. 

  셋째, 농가별 경 방식이 다르다. 경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을 일 수 있기 때문에 

경 비에 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3.2 생산비 분석

  (1) 비목별 생산비 분석

  생산비는 자재비, 토지용역비, 감가상각비, 임

차료, 자본용역비, 조합비, 반입비, 노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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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개별농가의 잎담배 생산비에서 반입비는 1%, 

조합비는 1-2%, 임차료는 3%, 자본용역비는 2- 

6%, 토지용역비는 7-10%, 감가상각비는 5-22%, 

자재비는 13-25%, 노임은 50-65%를 차지하고 

있다. 반입비, 조합비, 임차료, 자본용역비가 체

에서 차지하는 비 은 10% 미만이고, 토지용역

비, 감각상각비,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 은 30% 

내외로 생산비의 반 이상을 노임이 차지하고 있

다. 이처럼 잎담배 생산비에서 노임은 요한 생

산요소이다. 

  생산비를 이기 해서는 가장 큰 비 을 차

지하고 있는 노임을 여야 한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 농 은 인구가 감소하고 연령이 고령화 

되어 농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노

임의 비 을 여 생산비를 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비를 이기 한 방법으로 

비목별 비용을 이기보다는 생산의 효율성을 증

가시키거나, 고품질 잎담배를 생산해야 할 것이

다. 한 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규모

를 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표 9는 잎담배 재배농가를 소농, 농, 농으

로 구분하여 비목별 10a당 생산비를 나타낸 것이

표 9. 규모에 따른 비목별 10a당 생산비

(단  : 원)

규모 자재비 토지용역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자본용역비 조합비 반입비 노임 합계

소농

(%)

277,243

(17.2)

124,485

(7.7)

220,664

(13.7)

11,250

(0.7)

60,759

(3.8)

27,295

(1.7)

4,438

(0.3)

889,746

(55.1)
1,615,879

농

(%)

281,684

(19.5)

123,525

(8.5)

115,382

(8.0)

0

(0.0)

34,793

(2.4)

25,566

(1.8)

4,438

(0.3)

861,508

(59.5)
1,446,896

농

(%)

239,187

(17.3)

124,884

(9.1)

86,315

(6.3)

9,091

(0.7)

26,893

(1.9)

26,659

(1.9)

4,438

(0.3)

862,392

(62.5)
1,379,858

평균

(%)

266,038

(18.0)

124,298

(8.4)

140,787

(9.5)

6,780

(0.5)

40,815

(2.8)

26,506

(1.8)

4,438

(0.3)

871,215

(58.8)
1,480,878

다. 노임 58.8%, 자재비 18.0%, 감가상각비 9.5%, 

토지용역비 8.4%, 자본용역비 2.8%를 차지하며 

기타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소농, 농, 농으로 갈수록 노임, 토지용역비, 

조합비는 비율이 증가하 고, 감가상각비, 자본용

역비는 비율이 감소하 다. 한 자재비는 농

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임차료는 소농과 농

에서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농에서 농

으로 갈수록 비목별 생산비의 감소율은 감가상각

비와 자본용역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노

임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 농, 농을 평균한 비목별 10a당 생산비 

분포 황은 그림 2와 같다.  

  (2) 작기별 생산비 분석

  잎담배 생산비는 묘상기, 본포기, 수확기, 포장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작기별 10a당 생산비는 표 

10과 같다. 

  잎담배 생산비를 작기별로 구분하면 묘상기 

15.3%, 포장기 21.6%, 수확기 30.8%, 본포기 

32.3%의 순으로 본포기와 수확기가 63.1%를 차

지하고 있다.  토지용역비는 묘상기에 감가상각

비는 본포기에 자본용역비는 수확기에 포함시켰

으며, 반입비와 조합비는 포장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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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18.0%)

노임,

(58.8%)

토지용역비

(8.4%)

감가상각비

(9.5%)

반입비

(0.3%)
조합비

(1.8%)

자본용역비

(2.8%)

임차료

(0.5%)

자재비 토지용역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자본용역비 조합비 반입비 노임

  그림 2. 잎담배의 비목별 10a당 생산비 분포 황

표 10. 작기별 10a당 생산비

(단  : 원, %)

자재비 노임 감가상각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반입비 조합비
계

(비율)

묘상기 42,769 52,803 - 126,741 - - -
222,313

(15.3)

본포기 134,701 199,811 135,049 - - - -
469,561

(32.3)

수확기 76,308 332,672 - - 39,511 - -
448,491

(30.8)

포장기 2,722 280,209 - - - 4,438 26,674
314,043

(21.6)

계 256,500 865,495 135,049 126,741 39,511 4,438 26,674
1,454,408

(100.0)

자재비와 노임만을 고려할 때 작기별 생산비는 

수확기, 본포기, 포장기, 묘상기 순으로 나타났다. 

본포기와 수확기의 경우에 노임과 자재비를 보면 

둘 다 자재비 보다는 노임이 많았으나, 노임은 

수확기에 자재비는 본포기에 상 으로 더 많은 

비용이 사용되었다. 한 본포기의 노임보다는 

포장기에 노임의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잎

담배의 경우 수확기와 포장기에 가장 많은 노동

력을 필요로 했다. 

  표 11에서는 규모에 따른 작기별 10a당 생산비

를 분석하 다.

  소농, 농, 농의 경우 모두 본포기와 수확기

에 생산비의 60%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을 보면 묘상기 15.1%, 본포기 32.4%, 수확기 

31.2%, 포장기 21.3%로 본포기, 수확기, 포장기, 

묘상기의 순으로 차지하는 비 이 크게 나타났

다. 수확기에는 노임이 본포기에는 자재비의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감가상각비가 본포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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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규모에 따른 작기별 10a당 생산비  
(단  : 원)

규모 묘상기 본포기 수확기 포장기 합계

소농

(%)

231,029

(14.3)

563,011

(34.8)

497,598

(30.8)

324,217

(20.1)
1,615,855

농

(%)

231,456

(16.0)

458,928

(31.7)

445,141

(30.8)

311,592

(21.5)
1,447,117

농

(%)

209,607

(15.2)

416,388

(30.2)

441,796

(32.0)

312,135

(22.6)
1,379,926

평균

(%)

224,031

(15.1)

479,442

(32.4)

461,512

(31.2)

315,981

(21.3)
1,480,966

함되어 있어 본포기와 수확기에 생산비 비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요약  결론

  농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 임 의 상승, 

그리고 농산물 무역의 확 와 KT&G의 민 화 

등 우리나라의 잎담배 재배환경이 격히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잎담배 재배환경의 변화에 처

하기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 으로 분포한 잎담배 농가

들  12개 농가를 선정하여 생산비를 조사하

다.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비목별, 작기별, 규모

별 생산비를 분석하 다.

  조사를 한 표본은 국 으로 4개 사업소에

서 소농, 농, 농 각 1농가씩 12농가를 선정하

다. 한 노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계산하기 하여 국 28개 조합에서 상, 하 

각 1농가씩 56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 다. 연구

는 일년 동안 생산에 투입된 자재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임차료, 조합비, 반입비, 노임을 조사

하여 10a당 생산비를 구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10a당 평균 생산비는 1,454,408원이 나왔다. 

  비목별 생산비에서는 노임이 50-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자재비와 감가상각비, 토지용역

비 순으로 나타났다. 작기별 생산비에서는 본포

기, 수확기, 포장기, 묘상기의 순으로 생산비가 

분포되었으며, 노임과 자재만을 고려했을 때는 

수확기, 본포기, 포장기, 묘상기의 순으로 나타났

다. 자재비는 본포기, 수확기, 묘상기, 포장기의 

순으로 노임은 수확기, 포장기, 본포기, 묘상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생산비에서는 재배면

이 커질수록 생산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

으나 소농에서는 반 의 결과가 나타났다. 소

농, 농, 농의 순으로 생산비는 1,615,879원, 

1,446,896원, 1,379,858원으로 감소하 다. 

  잎담배는 다른 작목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기계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어 노임의 비

이 매우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농 노동

력이 부족하여 노임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노임

을 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잎담배 재배농가

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산비 자료를 이용 생

산비를 감소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여 잎담배

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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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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