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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ertain factors influencing cherry tomato were estimated using system equations.  

In addition, the amount of influence to income from each factor was estimated from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ased on OLS(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ion, path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employed to overcome multicollinearity problems.

  Data used in this study is interviewed cross sectional data of 65 cherry tomato producing farm 

in Chungnam-do area. Average age of the producers is 46.5. Average year of the production is 8 

years. Average farm size, productivity, and income are 1,123 pyong, 7,439kg/10a, 8,112,000won/ 

10a, respectively.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sample farms were above average, in terms of 

the diagnosis by 「Standard Business Diagnosis for Cherry tomato」.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roductivity, 15, 19, and 25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for the dependent variables of yield, price(quality), and business cost, respectively.  

Finally, yield, quality, and business cost variable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o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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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as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main factor analysis, 10, 12, 15, and 16 factors were identified as main factors 

for yield, quality, business cost, and income, respectively.

  
Keywords : cherry tomato, path analysis, factor analysis

Ⅰ. 서  론

  

  토마토는 세계 으로 3,583천ha가 재배되고 있

으며 생산량은 약 1억톤으로 채소작물  재배면

 1 를 하고 있는 요한 작물이다(농림수산

성, 2001), 국내 재배면 은 1991년 2,501ha에서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5,010ha에 

생산량 290,783톤을 정 으로 연료비의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2001년에는 3,218ha에 생산

량은 205,763톤(농림부, 2001)으로 하향곡선을 그

리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은 면 이 늘어나는 추

세에 있다. 방울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m 

var. cerasiforme Alef.)는 크기가 작아 한입에 먹

을 수 있고, 일반토마토에 비해 감미도 있어 최

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재배면 은 2002년 

1,891ha로 토마토 총재배면 의 60%정도이고, 충

남은 525ha로 국방울토마토 재배면 의 28%

로 국 최고를 하고 있다.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는 다음과 같은 많은 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임 , 종묘비, 재료비, 유류비 등이 높아

지고 있어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특

히 노력비와 유류비는 각각 생산비의 37%, 16%

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서는 화된 장비  시설 등에 자본을 투자하

여 생산과정을 문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야 한다. 그러나 시설에 한 투자가 부족하고 

문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되는 방울토마토

의 품질이 낮다. 셋째, 경기변동과 체소비에 따

른 방울토마토의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세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들은 경 에 큰 

향을 받게 되는 구조 인 취약 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  문제  외에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의 경 의식이 부족한 것도 생산성 향상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한 방울토마토는 재배시설 내․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 에 품질이 하되기 쉬워 유통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과 험, 불확실한 요

인들을 제거하고 해결하기 해 공공기 에서는 

지속 인 재배기술 개발과 품종 육성, 유통구조 

개선, 신선도 유지방법 개선 등에 한 연구와 

정책 인 지원을 해 왔으며, 농가는 농가 로 시

설의 화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감하고, 

기술개선을 통해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등 경 합

리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방울토마토의 경 성과에 어떠한 요인

들이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구

체 이고 실증 인 분석이 미흡하여 경 성과 향

상을 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울토마토 재

배농가의 경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경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것들이 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생산비 감과 품질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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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계

기 에서는 ｢방울토마토 경  표 진단표｣를 개

발․보 하는 등 꾸 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새로운 진단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방울토마토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향정도와 경로를 밝  첫째, 방울

토마토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계를 구조방정식으로 형성해서 주성분 다 회귀

계수를 통계 으로 추정하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고 둘째, 경로모형에서 소득에 미

치는 총 향도를 직 효과(Direct Effect)와 간

효과(Indirect Effect)로 분해해서 변수간의 인과

경로와 향계수(Effect Coefficient)를 산출하며 

셋째,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이 큰 요인들을 

리하여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

고자 하 고, 넷째 농가 경 ․기술컨설 을 하

는데 정 하게 진단하여 문제 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처방하기 한 정  진단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 다.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충남 도내 

주산지에서 임의로 선정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89호를 조사한 후에, 자료의 향도 분석(Influence 

Analysis)으로 극한치를 제외한 65호의 농가자료

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분석자료는 한차례의 

비조사 후 본 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8개월동안 지방문 청취조사를 실시하

으며, 자료검토 후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2

개월 동안에 보완조사를 실시한 횡단면자료이다.  

  경로모형의 검정과 향계수의 산출을 해서 

다변량 다 회귀분석 방법의 한 변형인 경로분석

(Path Analysis)을 하 고, 서로 상 되어 있는 요

인변수간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 다.

 

II. 표본선정

1. 표본농가 개황

  표본농가는 충남지역의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에서 65호의 농가를 임의 선정하 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2003년 9월말 재 ｢방울토마토 

경  표 진단표｣의 농가일반 황의 경 성과를 

조사하 다. 세부평가 항목은 시설  자동화 부

문의 하우스 측고, 시설형태, 가온  냉방시설, 

보온시설, 환기시설, 환경자동화, 농작업기계화 

등 7개, 환경 리부문에서   온도 리, 탄산

가스시용, 기비  추비, 수 등 7개, 작물 리

부문에서 품종선택, 육묘, 정식 비, 수정, 병해충 

방제, 수확 등 6개, 경 리부문에서 선별, 품질

인증, 업경 , 경 기록  분석, 출하처, 자

리, 농업정보활용 등 7개, 총 4개 부문 27개로 

이들을 외생변수로 사용하 다. 

  내생변수로는 수량, 가격(품질), 경 비, 소득 

등을 설정하여 각 요인별로 경로도식을 그리고 

경로계수를 도출하 다. 나아가 변수들간의 체 

상 계 즉, 체 향을 직 향과 간 향으

로 분해하여 계산하 고, 아울러 내생변수에 

한 잔여경로계수를 구하여 모델의 합도를 측정

하 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방울토마토 재

배를 실패 하 거나, 유류 등 농자재 가격 상승, 

농주의 건강, 자연재해 등으로 일정기간동안 

생산을 지한 농가 등을 제외한 65호의 농가 자

료를 분석하 다. 국지역의 자료는 농 진흥청

의 ｢목표 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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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한 자료를 이용하 다. 조사농가의 재

배 황은 다음과 같았다.

  충남지역 방울토마토재배 농가 농주는 표 1

에서 보듯이 평균연령은 44.9세로 국지역 비닐

온실재배 농가의 평균연령 47세에 비하여 2.1세

가 낮았으며, 재배경력은 8년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규모는 평균 1,123평으로 국평

균 1,235평과 비슷하 다. 10a당 수량은 충남지역

이 5.6% 가량 높은 7,439kg이었고, kg당 농가 수

취가격은 1,900원으로 국평균 보다 11%정도 

높았으며, 10a당 소득도 국평균 6,993천원 보다 

16% 가량 많은 8,112천원으로 나타났다.

  연령, 경력, 10a당 소득의 표 편차는 크지 않

아 표본의 분포가 넓지 않았으나 수량, 호당규모, 

가격 등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여부를 샤피로- 크검정1을 

한 결과, 연령을 제외하고 검정통계량의 계산된 

값의 확률값이 임계치의 확률값 보다 모두가 작

으므로 분포가 정규분포에 따른다는 가설을 기각

하 다. 따라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의 경 주 

연령 변수는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단되지만 

경력, 규모, 수량, 소득, 가격은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1. 방울토마토재배 조사농가 황

구    분
연  령

 (세)

경  력

 (년)

호당규모

 (평)

10a수량

(kg)

10a소득 

(만원)    

가격

(천원/kg)

평    균 46.5 8.0 1,123 7,439 8,112  1.9

표 편차 6.38 3.46 710.6 1,646 3.11  252.0

샤피로 크검정(W)

(Pr<W)

0.975

(0.2243)

0.892

(0.0001)

0.846

(0.0001)

0.920

(0.0004)

0.941  

(0.0042) 

0.921

(0.0005)
 

 주) 충남 n=65

 2. 표본농가의 진단 결과

  농 진흥청이 개발하여 보 한 방울토마토 경

 표 진단표에 의한 진단 결과 100  만 에 

국은 67.2 , 충남은 69.0 으로 충남이 1.8  

높았고 체 으로 국내 상  수 이며 세부항

목별 진단결과는 표 2와 같았다.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세부진단표에서와 같이 시

설구조  자동화부문은 25  만 에 17.3 으로 

국평균의 17.2  보다 0.1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세부요소별로는 보온시설에서만 0.1  높았

을 뿐 반 으로 시설구조  자동화 수 이 국

평균과 비슷한 수 이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리부문에서는 25  만 에 17.4 으로 국

평균 보다 0.8  높았다. 세부요소에서는  리, 

온도 리기술이 국평균 보다 부족하고, 연작 책, 

기비, 추비, 수 리 등에서는 약간 우 에 있었

다. 작물 리는 25  만 에 18.2 으로 국평균 

보다 0.7  높아 반 으로 국평균 보다는 상

수 에 있으나, 병해충방제기술이 약간 취약하다.

  경 리부문에서는 25  만 에 16.1 으로 

국평균 보다는 0.2  높으나 출하처, 업경 , 

자 리 등 경 리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1 샤피로- 크 검정(Shapiro-Wilk test) : 정규분포에 한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통계량의 값은 0에서 1까

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샤피로- 크 검정에서 Ρ값은 통계량이 제시된 값보

다 작을 확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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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세부진단표

진단

부문
세 부 요 소 배

 득  진단

부문
세 부 요 소 배

 득  

국 충남 국 충남

시

설

구

조

자

동

화

소계

측고

시설형태

가온․냉방시설

보온시설

환기시설

환경자동화

농작업기계화

25

5

3

5

4

3

2

3

17.2

4.3

2.3

2.6

2.5

2.1

1.5

1.9

17.3

4.3

2.3

2.6

2.6

2.1

1.5

1.9

작

물

리

소계

품종선택

육묘

정식 비

수정

병해충 방제

수확

25

4

3

3

5

4

6

17.5

2.6

2.1

2.3

3.3

2.7

4.5

18.2

3.1

2.2

2.3

3.5

2.6

4.5

소계 25 15.9 16.1

환

경

리

소계

리

온도 리

탄산가스시용

연작 책

기비

추비

수 리

25

4

4

2

4

4

4

3

16.6

2.2

3.0

0.9

2.5

2.9

2.9

2.2

17.4

2.1

2.9

0.9

3.1

3.0

3.1

2.3

경

리

선별

출하처

품질인증

업경

경 기록․분석

자 리

농업정보활용

4

4

3

2

5

2

5

2.4

2.5

2.1

1.0

3.2

1.2

3.5

2.4

2.6

2.1

1.0

3.3

1.1

3.6

      총     계 100 67.2 69.0

 Ⅲ. 경로모형

   

1. 수량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1) 측고(x1) : 측고1.2m 미만, 1.2～1.4, 1.5～

1.7, 1.8～2.2, 2.3m 이상으로 5등 , 배  5 으로  

조사한 결과,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의 평균 수 

4.3 을 득 하여 국내 상 수 인 Ⅳ등 에 달

했다.

  (2) 시설형태(x2) : 단동(폭14m미만)의 남북

방향, 단동(폭14m미만) 동서방향, 단동(폭14m이

상) 남북향 는 연동 동서향, 단동(폭14m이상)

남동향 는 연동, 남동향, 단동(폭14m이상) 동

서향 는 연동 남북향으로 5등  배  3 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수 2.3 을 득하여 Ⅳ등  수

이다.

  (3) 리(x8) : 비닐 2년 갱신, 비닐 2년 갱

신 무 처리, 비닐 매년 갱신 혹은 PC, 비닐 매

년 갱신 무 처리, 유리 혹은 PET로 5등  배  

4 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수 2.1 을 득하여 

국내 상  수 인 Ⅲ등 에 달했다.

  (4) 온도 리(x9) : 무가온, 시간  계없이 

일정하게 최 온도만 설정, 3단변온과 변온시간 

 온도 고정, 4단 변온과 변온시간  온도고정, 

4단 변온과 낮 량  온도에 따라 변온시간과 

온도조 로 5등  배  4 으로 조사한 결과 평

균 수 2.9 으로 Ⅲ등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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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탄산가스시용(x10) : 심없음, 볏짚시용, 

연소탄산가스(시간조 ), 액화탄산가스(시간조 ), 

액화탄산가스(농도측정조 )로 5등  배 2 으

로 조사한 결과 평균 수 0.9 으로 국내 평균정

도 수 인 Ⅱ등 이다.

  (6) 연작 책(x11) : 연작 책 없음, 약제소독, 

담수 혹은 제염작물재배, 담수+약제소독, 담수+

약제소독+태양열소독으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평균 수 3.1 으로 Ⅳ등 이다.

  (7) 기비(x12) : 토양검사 않함, 토양검사는 않

으나 석회를 시용하고 퇴비 3톤/10a 이상, 토양

검사의뢰(산도검사)와 석회 량+퇴비 3톤이상

/10a, 토양종합검사(종합검사) 후 시비처방에 따

라 시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수 3.0

으로 Ⅳ등 에 약간 못 미친다.

  (8) 추비(x13) : 고형재배로 일정량 사용, 액

비상태로 주기 으로 일정량시비, 액비상태로 생

육단계와 작물상태 감안 시비량조 , 액비상태로 

생육단계와 작물상태 감안 시비량조 +생리장해 

발생시 기에 요인별 엽면시비, 액비상태로 생

육단계와 작물상태 감안 시비량조 +생리장해 

발생시 조기에 요인별 엽면시비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평균 수 3.1 으로 Ⅳ등  수 이다.

  (9) 수(x14) : 주기 으로 일정량 수, 생육

단계별 일정량 수, 생육단계와 작물상태 감안 

수량조  + 정기 으로 일정량 수, 생육단계

와 작물상태 일기를 감안 수량조 +생육단계

별 일정량 수, 토양수분상태를 수분측정기로 

측정하여 수량조 +생육단계와 일기를 감안 

수량 조 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수 

2.3 을 득하여 Ⅳ등  수 이다.

  (10) 품종선택(x15) : 수량성, 소비자기호(가

격), 재배특성(온도, 내병성)  한 가지를 고려 

선택, 2가지 고려 선택, 모두고려 선택, 2가지를 

고려 시험재배 후 선택, 모두고려 시험재배 후 

선택으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평균 수 3.1 을 

득하여 Ⅳ등 이다.

  (11) 육묘(x16) : 평상육묘 는 일반묘 구입, 

폿트육묘 항온 리 는 러그묘 구입+ 러그

묘 미계약+ 러그 트 이 105공, 폿트육묘 변온

리 는 러그묘 구입+ 러그묘 미계약+

러그 트 이 72공 이하, 폿트육묘 변온 리 개별

육묘 는 러그묘 구입+ 러그묘 계약+ 러

그 트 이 105공 이상, 폿트육묘 변온 리 공동

육묘 는 러그묘 구입+ 러그묘 계약+ 러

그 트 이 72공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평

균 수 2.2 으로 Ⅳ등  수 에 약간 못 미친다.

  (12) 정식 비(x17) : 무멀칭 혹은 정식당일 

비닐멀칭, 정식 1～4일  흑색 비닐멀칭, 정식 

1～4일  녹색 비닐멀칭+모 굳히기 하지않음, 정

식 5일  흑색 비닐멀칭+모 굳히기 정식2～4일

, 정식 5일  녹색 비닐멀칭+모굳히기 정식 5

일 이 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수 2.3

으로 Ⅳ등  수 이다.

  (13) 병해충방제(x19) : 병해충 발생후 농약

주 방제, 병해충 찰 방 주 농약방제+농약

안 사용 기  수, 병해충 찰에 따라 농약

기 사용+병해충별 발생환경을 알고 재배환경 개

선, 천 이용  재배+환경개선을 통해 무농약 

방제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평균 수 2.6 을 득

하여 Ⅲ등 을 약간 상회한다.

  (14) 수확(x20) : 과 미실시, 과 실시+착

색 70%미만시 수확, 과실시+착색 70～80%시 

수확, 과실시+착색 80～90%시 수확, 과실시

+착색 90%시 수확으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평

균 수 4.5 을 득하여 Ⅳ등 에 약간 못 미치는 

수 이다.

  (15) 농업정보 활용(x27) : 심없음, 신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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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매체에 의존, 농업 련 문잡지 구독, 농

업 련 기 에서 정보수집활용, 컴퓨터 통신 등

을 통하여 종합정보수집활용으로 구분하여 조사

한 결과 평균 수 4.5 을 득하여 Ⅳ～Ⅴ등 으

로 최고 선진 수 에 약간 못 미친다.

2. 품질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1) 환기시설(x4) : 측창, 측창  천창, 측창 

 천창 그리고 강제환기 장치, 측창  천창 강

제환기장치 류 으로 나 어 조사 결과, 평균

득 은 2.1 으로 Ⅲ등 을 상회했다. 

  (2) 수정(x18) : 착과제 수시처리+일정농도, 

착과제 기처리+일정농도, 착과제 기처리+실

내온도에 따라 농도조 , 수정 (진동기)이용, 수

정벌 이용으로 나 어  조사 결과, 평균득 은 

3.5 으로 Ⅲ～Ⅳ 등 이다.

  (3) 선별(X21) : 개인규격+크기 2～3단, 개인

규격+크기4단 이상, 개인규격+크기 4단이상+품

질 3등 , 지역공동규격+크기 4단이상, 지역공동

규격+크기 4단이상+품질 3등 으로 나 어 조

사한 결과, 평균득  2.4 으로 Ⅳ등  수 이다.

  (4) 품질인증(X22) : 심없음, 심있으나 미

인증, 일반재배 인증, 농약 인증, 무농약인증으

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평균 수 2.1 을 득 하

여 Ⅱ등  수 으로 품질인증이 시 하다.

  (5) 업경 (X23) : 구입, 매, 작업, 시설이

용  공동으로 하는것 없음, 1가지 공동, 2가지 

공동, 3가지 공동, 모두공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득  1.0 으로 최하  단계인 Ⅰ단계

로 업경 이 실히 요구된다.

  (6) 출하처(X25) : 탁 매 70% 이상, 도매

시장 상장과 탁 매 비율 비슷함, 도매시장 상

장 70% 이상, 도매시장 상장과 백화  비율이 

비슷함, 백화 과 형유통업체와 직거래 70% 

이상으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평균득  2.6 으

로 Ⅲ단계를 약간 상회하는 수 이다. 

  그 이외에 측고(X1), 시설형태(X2), 리

(X8), 온도 리(X9), 탄산가스시용(X10), 연작

책(X11), 기비(X12), 추비(X13), 수(X14), 

품종선택(X15), 병해충방제(X19) 등의 변수는 

수량에 향을 미치는 변수와 동일하다.

3. 경 비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1) 가온  냉방시설(x3) : 무가온, 경유난방

기, 유 는 LPG 는 연탄난방기, 유 는 

LPG 그리고 연탄난방기+지 난방, 유 는 

LPG 그리고 연탄난방기+지 난방+냉방시설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득 은 2.6 으로Ⅱ등

을 상회하고 있어 경 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난방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보온시설(x4) : 수평커텐 는 이 하우

스 없음, 비닐 는 부직포 수평 커텐 2개와 이

하우스 1개 그리고 외부보온, 비닐 는 부직

포 수평 커텐 2개 그리고 이 하우스 2개, 비닐 

는 부직포 수평 커텐 3개와 이 하우스 1개+

비닐 는 부직포 수평커텐 2개, 특수보온재(알

루미늄 증착필름, 테크론 등)이용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득 은 2.6 으로 Ⅲ등 을 나

타냈다.

  (3) 환경자동화(x6) : 인력, 수동식 인력권취

기. 이동식 동권취기, 반자동( 동), 센서와 타

임머 자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득  

1.5 으로 Ⅳ등 에 약간 못 미쳤다.

  (4) 자 리(x26) : 자 리에 신경을 쓰지 

않음, 자  소요  조달에 하여 략 으로 

계획 운 , 연간 상수익과 소요자 을 산출하

여 연간 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 리, 장

기 사업계획수립으로 연차별 자  운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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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운 , 장기 사업계획과 연차별 자  확보

계획  매년 월간 자 흐름을 악하여 자

리 등으로 나 어 조사한 결과, 재배농가의 평균

이 1.2 으로 Ⅲ등  있었다.

  (5) 10a당 수량(x28) : 수확기에는 많은 노동

력을 필요로 하며, 노력비는 경 비의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비목으로, 수량이 증가할수록 

투입노동력은 정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운반, 장 등 유통비용이 증가하므로 

수량을 외생변수로 도입하 다. 그 외 측고(x1), 

시설형태(x2), 환기시설(x5), 리(x8), 탄산가

스시용(x10), 연작 책(x11), 기비(x12), 추비(x13), 

수(x14), 품종선택(x15), 육묘(x16), 수정(x18), 

병해충방제(x19), 수확(x20), 선별(x21), 업경

(x23), 경 기록  분석(x24), 출하처(x25), 

농업정보활용(x27), 등의 직․간  변수는 수량 

는 품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와 복되는 것

으로 보았다.

 

4. 소득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1) 10a당 수량(x28) : 방울토마토 경  표

진단표의 경 성과지표를 이용하 다. 즉, 10a당 

4,500kg 미만, 4,500～7,500kg, 7,500～10,500kg, 

10,500～18,500, 18,500kg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

사한 결과, 재배농가의 평균은 7,439kg인 Ⅱ등

으로 수량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격(x29) : 농가 평균수취가격 kg당 

1,800원 미만, 1,800～2,000미만, 2,000～2,200원 

미만, 2,200～2,400원 미만, 2,400원 이상으로 분

류하여 조사한 결과,  재배농가의 평균은 1,900원

으로 Ⅱ등 을 나타냈다.

  (3) 10a당 경 비(x30) : 표 진단표의 조사

항목이 아니었으나, 조수입(생산량×단가)을 조사

하여 소득을 공제하여 계산하 다. 재배농가 평

균 10a당 경 비는 6,130천원으로 나타났다.

  (4) 그 외에 수량  품질 그리고 경 비에 

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된 종속변수인 10a당 소득

(x31)은 {(방울토마토 소득/재배규모)×300}으로 

계산하 다.

IV. 분석결과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들의 ｢방울토마토 경 표

진단표｣ 조사자료를 표 화하여 방울토마토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하기 하여 

실증회귀모형을 OLS 방법으로 추정하 으나 심

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귀모형분석에서 다 공선성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에는 능형회귀(Ridge Regression)2 분석

과 주성분회귀(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분

석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상 계수 행렬과 추

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모델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간 효과에 한 분해가 

가능한 주성분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

하여 총표본분산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주성분변

수를 선정하 고, 주성분 수(Principal Component 

Score)를 이용하여 모형의 회귀계수를 구하 으

며, 방울토마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 Hoel과 Kennard에 의해 개발된 회귀분석방법으로 다 공선성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획기 인 안의 하나

로 각 을 받아 왔다. 이 방법론은 추정량의 정의식을 다소 변형시킬 때 일반 으로 편의(bias)가 발생하지만 분

산을 축소하여 효율성이 높은 추정량을 창출하여 검정의 신뢰도를 높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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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방울토마토 경 성과 향요인 구조모형

           외  생  변  수   내생․외생변수    내생변수

측고(x1) ,             시설형태(x2)

리(x8)             온도 리(x9)

탄산가스시용(x10)      연작 책(x11)

기비 리(x12)          추비 리(x13)

수 리(x14)          품종선택(x15)

육묘 리(x16)          정식 비(x17)    

병해충방제(x19)        수확방법(x20)

농업정보활용(x27)  

                   계 15개

 10a당 수량(x28)

10a당 소득(x31)

측고(x1)              시설형태(x2)

환기시설(x5)          리(x8)

온도 리(x9)          탄산가스시용(x10)  

연작 책(x11)         기비 리(x12) 

추비 리(x13)         수 리(x14)

품종선택(x15)         수정(x18)

병해충방제(x19)       수확방법(x20)

선별(x21)             품질인증(x22) 

업경 (x23)         출하처(x25)

농업정보활용(x27)

                  계 19개

가격(품질, x29)

측고(x1)              시설형태(x2)      

가온  냉방시설(x3)  보온시설(x4)

환기시설(x5)          환경자동화(x6,

농작업기계화(x7)      리(x8) 

탄산가스시용(x10)     연작 책(x11)      

기비 리(x12)         추비 리(x13)

수 리(x13))        품종선택(x15)   

육묘 리(x16)         수정(x18)

병해충방제(x19)       수확방법(x20)

선별(x21)             업경 (x23)

경 기록  분석(x24)   출하처(x25)  

자 리(x26)         농업정보활용(x27)   

10a당 수량(x28)

                 계 25개

10a당 경 비(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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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행렬

상 계수 행렬을 보면 경 비(x30)와 수량

(x28)간의 상 계수 rx30x28=0.962로 거의 1에 가

깝게 강한 정(+)의 선형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많은 변수들간의 상 계수들이 가설 

Ηο:ρ=0을 유의수  5%와 1% 수 에서 기각

하 다.  

수량(x28)과 상 계가 큰 변수는 보온 rx28x4 

=0.480, 수정 rx28x18=0.476, 추비 rx28x13=0.460, 

수 rx28x14=0.458, 농업정보활용 rx28x27=0.412, 

품질인증 rx28x22=0.397, 기비 rx28x12=0.383, 

리 rx28x8=0.364, 시설형태 rx28x2=0.362, 수확 

rx28x20=0.346, 가온․감온시설 rx28x3=0.344, 자

리 rx28x26=0.335, 품종선택  rx28x15=0.323, 환기

시설  rx28x5=0.313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항목(출

하처, 온도 리, 정식 비, 병해충방제, 육묘, 선

별, 환경자동화, 연작, 농작업기계화, 측고, 경

기록 순임) 모두 정(+)의 상 을 나타냈고, 탄산

가스시용 rx28x10=-0.292, 업경  rx28x23=-0.001

로 부(-)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조사 농가에서 

탄산가스 미시용과, 업경 을 하지 않아 조사 

값이 낮았기 때문이다.

가격(x29)과 상 계가 큰 변수는 출하처 

rx29x25=0.460, 기비 rx29x12=0.404, 품종선택 rx29x4 

=0.400, 경 기록 rx29x24=0.373, 선별 rx29x21= 

0.369, 리 rx29x8=0.366, 온도 리 rx29x9=0.366, 

추비 rx29x13=0.340, 수rx29x14=0.334, 가온․감온

시설 rx29x3=0.320, 품질인증 rx29x22=0.307, 연작 

rx29x11=0.297, 육묘 rx29x16=0.295, 병해충방제 rx29x19 

=0.295, 자 리 rx29x26=0.255, 수정rx29x18=0.253, 

정보활용 rx29x27=0.243, 수확 rx29x20=0.221, 보온 

rx29x4=0.219순으로 나타났으며 탄산가스시용 rx29x10 

=-0.248, 업경  rx29x24=-0.116은 부(-)의 상

을 보 고, 환경자동화 rx29x6=0.014, 환기시설 

rx29x5=-0.059, 시설형태 rx29x2=-0.019는 매우 작

게 나타났다.

경 비(x30)와 상 계가 큰 변수는 수량 

rx30x28=0.962로 강한 정(+)의 선형 계에 있으

며, 추비 rx30x13=0.527, 수 rx30x14=0.491, 수정 

rx30x18=0.486, 보온 rx30x4=0.456, 농업정보활용 

rx30x27=0.441, 품질인증 rx30x22=0.437, 시설형태 

rx30x2=0.426, 기비 rx30x12=0.412, 자 리 rx30x26 

=0.385, 수확 rx30x20=0.375, 탄산가스시용 rx30x10 

=0.364, 품종선택 rx30x15=0.349, 출하처 rx30x25= 

0.319, 리 rx30x8=0.304, 환기 rx30x5=0.299, 가

온․감온시설 rx30x3=0.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항목 모두 정(+)의 상 계를 보 다. 

소득(x31)과 상 계가 큰 변수는 수량 rx31x28 

=0.784, 경 비 rx31x30=0.776, 가격 rx31x29=0.701, 

수 rx31x14=0.512, 추비 rx31x13=0.508, 리 

rx31x8=0.505, 기비 rx31x12=0.502, 출하처 rx31x25 

=0.489, 수정 rx31x18=0.481, 가온․감온시설 rx31x3 

=0.470, 보온rx31x4=0468, 품종선택 rx31x15=0.464, 

품질인증 rx31x22=0.454, 온도 리 rx31x9=0.420, 농

업정보활용 rx31x27=0.415, 선별 rx31x21=0.377, 자

리 rx31x26=0.377, 수확 rx31x20=0.363, 병해충

방제 rx31x19=0.359, 육묘 rx31x16=0.325, 경 기록 

rx31x24=0.298, 연작 rx31x11=0.296, 정식 비 rx31x17 

=0.214, 농작업기계화 rx31x7=0.203, 시설형태 

rx31x2=0.197, 환기시설 rx31x5=0.176, 환경자동화 

rx31x6=0.109순으로 나타났다

표 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을 OLS 

방법으로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 분산팽창인자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환경자동화 

VIFx6=6.775, 기비 VIFx12=5.577, 추비 VIFx13 

=5.766, 수정 VIFx18=7.286, 선별 VIFx21= 

6.074, 품질인증 VIFx22=8.186, 10a당 수량 VIFx28 

=31.943, 10a당 경 비 VIFx30= 35.615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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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통계 으로 심한 다 공선성이 존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 공선성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주성분분석 방법으로 경로계

수를 추정하 다. 모집단의 총 분산 에서 

비율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주성분을 채택한 

결과, 수량에 련되는 주성분은 10개, 품질에 

련되는 주성분은 12개, 경 비는 15개, 소득은 16

개 다. 

선정된 주성분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원시자

료의 선형결합식으로 표 된 주성분 수(Principal 

Component Score)를 구하고 모델의 독립변수로 하

여 OLS 방법으로 추정한 회귀계수값(Parameter)

과 고유벡터값(Eigen Vectors)을 이용하여 주성

분 회귀계수의 값을 구하 다.

OLS 경로계수와 주성분경로계수를 비교하여 

보면, 주성분회귀계수의 R
2
값이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성분분석시에 종속변수의 분산

을 설명하는 기여도는 으면서 VIF값을 크게 

증 시키는 요인인 고유값의 순 가 낮은 주성분

을 모델에서 삭제하여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

기 때문이다. 내생변수 가격율과 련된 연작

책, 추비, 수, 품종선택, 수정, 병해충방제, 수

확, 품질인증 등의 외생변수, 내생변수 10a당 경

비와 련된 가온감온시설, 보온시설, 환경자동

화, 리, 기비, 품종선택, 병해충방제, 업경

, 경 기록, 내생변수 10a 소득과 련된 보온

시설, 농작업기계화, 리, 온도 리, 탄산가스

시용, 연작 책, 기비, 추비, 수, 육묘, 선별, 품

질인증, 경 기록, 농업정보활용, 10a당 경 비 

등 외생변수들에 한 주성분회귀계수는 다 공

선성 문제가 통계 으로 분석된 정확도와 신뢰도

가 높은 추정량들이다.

(1) 수량에 향을 미치는 변수

수량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에서는 추비

(0.240)가 제일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액비상태로 생육단계와 작물상태를 감안하

여 시비량을 조 하고 생리장해 발생시 조기에 

요인별 엽면시비를 해야 수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형태(0.224)와 리(0.182)는 서로 

한 계로 하우스의 방향과 피복재료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 작물체 군락 내부로 선의 유입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작물의 생육량이 많아지고 

건 하게 발달하여 수량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확(0.164), 수

(0.155), 농업정보활용(0.127), 온도 리(0.050), 기

비(0.041), 병해충방제(0.035), 탄산가스시용(0.003) 

등의 변수가 정(Positive)의 향을 미치고 있었

다. 부(Negative)의 향을 미치고 있는 외생변

수는 품종선택(-0.104), 정식 비(-0.103), 연작

(-0.085), 측고(-0.055), 육묘(-0.038) 등이었다. 

(2) 품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

품질에 미치는 향도가 큰 외생변수는 

리(0.142), 품종선택(0.138), 기비(0.137), 온도

리(0.127), 출하처(0.101), 추비(0.100), 병해충방

제(0.077), 연작(0.064), 수정(0.053), 탄산가스시

용(0.052), 선별(0.038), 측고(0.018), 품질인증

(0.014)의 순으로 정(+)의 향을 나타냈다. 선

별과 품질인증은 품질에 향을 미치는 인 

변수로 단되지만 표본농가의 부분이 크기

주로 선별하고 있고, 품질인증 농산물에 한 별

도의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수가 작게 나온 

것으로 단되었다. 시설형태(-0.195)는 부분 

단동형으로 수량에는 향을 미치나 품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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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2)은 품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부(Negative)의 향을 미

치고 있는 변수로는 수확(-0.083), 환기(-0.022), 

수(-0.019), 농업정보활용(-0.016) 등의 순이었

지만 유의 인 인과 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3) 경 비에 향을 미치는 변수

경 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10a

당 수량(0.336)이었다. 즉, 수량이 많아질수록 경

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

유는 수확할 때 많은 노동력 특히, 타가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 으며 포장, 선별  유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그 외에 

정(+)의 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기시설(0.176), 

농업정보활용(0.170), 추비(0.147), 자 리(0.143), 

시설형태(0.126), 수(0.107), 수정(0.089), 가

온․감온시설(0.086), 보온(0.086), 리(0.076), 

기비(0.058), 출하처(0.021), 수확(0.015), 업경

(0.012) 등이었다. 부(-)의 향을 미치는 변수

는 선별(-0.109), 경 기록(-0.100), 환경자동화

(0.090), 병해충방제(-0.089), 품종선택(-0.078), 

연작(-0.074), 농작업기계화(-0.060), 탄산가스시

용(-0.059), 측고(-0.044), 육묘(-0.014) 등의 변

수로 나타났다.

(4) 소득에 향을 미치는 변수

소득에 가장 큰 정(+)의 향을 미치는 변수

는 10a당 수량(0.223)이었고, 다음으로는 10a당 

경 비, 가격(품질 0.190)으로 나타났다. 다수확

과 고품질은 소득에 직결되며, 경 비가 소득변

수에 정(+)의 향을 보인 것은 횡단면자료를 

분석한 결과라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정(+)의 

향을 미치는 변수로 리(0.145), 가온․감온

시설(0.143), 출하처(0.123), 환기시설(0.111)로 

나타났다. 리와 가온감온시설은 작물생육조

건을 좋게하여 다수확과 고품질에 향을 미쳐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출하처는 농가수취

가격에 향을 미쳐 소득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한 수, 추비, 농업정보활용, 농작업기계화, 기

비, 온도 리, 품종선택, 보온, 자 리 등도 소

득과 정(+)의 계에 있다.

소득에 부(-)의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업경

(-0.145)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것은 조사분석 농가에서 업경 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 수가 국내평균 미만의 

최하(Ⅰ) 단계 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수확

(-0.110)으로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기 한 

과와 착색 90%이상시 수확을 하지 않기 때문이

다. 정식 비(-0.084), 육묘(-0.060), 탄산가스시용

(-0.059), 측고(-0.054), 품질인증(-0.023)등의 변

수는 작은 계수이지만 부(-)의 향을 나타냈다.

3) 경로도식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의 소득 결정에 향을 미

치는 변수들간의 인과 계와 경로를 도식으로 표

시한 것이 그림 1이다. 경로도식(Path Diagram)

에서 외생변수는 요한 일부 독립변수만을 나타

냈고, 내생․외생변수는 요도를 인식하여 실제

상의 계수로 나타냈다. 경로도식 모형에서 설명

되지 않는 분산의 비율인 잔여경로계수는 수량

(0.781), 품질(0.806), 경 비(0.510), 소득(0.728)

으로 나타났다.

4) 직․간  향도 분석

방울토마토의 소득에 한 직․간  향도는 

표 5와 같다. 총효과는 10a당 수량(TE=0.784), 

10a당 경 비(TE=0.776), 수(TE=0.512), 추

비(TE=0.508), 리(TE=0.505), 기비(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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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방울토마토 경 성과에 미치는 변수별 경로계수

   내생변수

외생변수

 10a당 수량   가격(품질)   10a당 경 비 10a당 소득

 O L S
경로계수

 주성분
회귀계수

 O L S
경로계수

 주성분
회귀계수

 O L S
경로계수

 주성분
회귀계수

 O L S
경로계수

 주성분
회귀계수

측고 -0.0076 -0.055 0.0074 0.018 -0.1059 -0.044 -0.0289 -0.054

시설형태 0.1694 0.224 -0.3692 -0.195 0.0886 0.126 -0.0087 -0.020

가온감온시설 - - - - -0.0324 0.086 0.0698 0.143

보온시설 - - - - -0.0697 0.086 -0.0172 0.042

환기시설 - - -0.0230 -0.022 0.0719 0.176 0.0017 0.111

환경자동화 - - - - 0.0574 -0.090 -0.0158 -0.053

농작업기계화 - - - - -0.0406 -0.060 -0.0046 0.050

리 0.2599 0.182 0.1639 0.142 -0.0594 0.076 -0.0041 0.145

온도 리 0.0757 0.050 0.3625 0.127 - - -0.0048 0.048

탄산가스시용 0.0738 0.003 0.0398 0.052 -0.0614 -0.059 0.0294 -0.059

연작 책 -0.1979 -0.085 -0.0052 0.064 -0.0147 -0.074 0.0120 -0.029

기비 -0.0151 0.041 0.0242 0.137 -0.0964 0.058 -0.0108 0.049

추비 0.1008 0.240 -00078 0.100 0.1463 0.147 -0.0320 0.078

수 0.3539 0.155 0.2469 -0.019 0.0112 0.107 -0.0049 0.081

품종선택 0.0111 -0.104 -0.0098 0.138 0.0296 -0.078 0.0246 0.043

육묘 -0.1933 -0.038 - - -0.0201 -0.014 0.0065 -0.060

정식 비 0.0020 -0.103 - - - - -0.0117 -0.084

수정 - - -0.1204 0.053 0.0813 0.089 0.0346 0.000

병해충방제 -0.0390 0.035 -0.0264 0.077 0.0305 -0.089 0.0100 0.000

수확 0.0999 0.164 0.1286 -0.083 0.0037 0.015 -0.0034 -0.110

선별 - - 0.1451 0.038 -0.0595 -0.109 -0.0530 0.007

품질인증 - - -0.1039 0.014 - - 0.0094 -0.023

업경 - - -0.1322 -0.162 -0.0016 0.012 -0.0071 -0.145

경 기록 - - - - 0.1015 -0.100 0.0500 -0.023

출하처 - - 0.3625 0.101 -0.0253 0.021 0.0330 0.123

자 리 - - - - 0.0235 0.143 0.0063 0.014

농업정보 0.3184 0.127 -0.0251 -0.016 0.0079 0.170 -0.0571 0.063

10a당 수량 - - - 0.8803 0.336 0.7758 0.223

가격 - - - - 0.5940 0.190

10a당 경 비 - - - - -0.0526 0.211

     R2 0.4404 0.3873 0.4637 0.3458 0.8187 0.7408 0.5920 0.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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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형태

가온․감온

환기시설

 리

온도 리

추   비

품종선택

업경

수   확

출 하 처

자 리

정보활용

0.224

0.143

0.1265

-0.195 0.111

0.781

수 량
0.176 0.182

0.142

0.223

0.728

소

득

0.145

0.127
0.806

0.240
0.336

품 질
0.100 0.190

0.147
0.138

-0.110
0.164 -0.145

0.510

경 비

-0.162 0.211

0.101

-0.123

0.143

0.170

0.127

그림 1. 방울토마토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별 경로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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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출하처(TE=0.489), 수정(TE=0.481), 가

온․감온시설(TE=0.470), 보온시설(TE=0.468), 

품종선택(TE=0.464), 품질인증(TE=0.454), 농

업정보활용(TE=0.415), 선별과 자 리(TE= 

0.377), 수확(TE=0.363) 등의 순이며, 탄산가스

시용과 업경 만 부(Negative)의 향을 미쳤

을뿐 모두 정(+)의 향을 주었다. 부(-)의 값을 

나타낸 것은 조사 분석농가의 부분이 탄산가스

를 시용하지 않았고, 품질인증 미 실시로 그 값

이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a당 경 비는 직 효과(DE : Direct Effect 

=0.211) 보다 간 효과(IE : Indirect Effect= 

0.565)가 컸고 총효과는(TE : Total Effect) 

0.77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0a당 경 비가 소득

에 직  향을 미치는 것 보다 시설  재배․

리기술 개선 등을 통한 간 인 향이 더 크

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10a당 경 비 증가에 

따라 10a당 소득도 증가하는 것을 뜻하 다. 

10a당 수량(TE=0.223)이 증가할수록 10a당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직

효과가 간 효과 보다 큰 것은 환기시설(DE= 

0.111, IE=0.065) 이었다 

수의 직 효과는 0.081, 간 효과는 0.431로, 

총효과가 0.512로 나타났다. 수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작물에서도 물이 가장 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으며, 방울토마토에서는 토양수분 

상태를 측정하여 수량을 조 하고 생육단계와 

일기를 감안하여 수량을 조 해야 작물 생육이 

양호하여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그 외 추비(TE=0.508), 리

(TE=0.505), 기비(TE=0.502), 수정(TE=0.481), 

가온․감온시설(TE=0.470), 보온시설(TE=0.468)

은 작물생육과 련되어 직․간 으로 많은 

향을 미치며, 출하처(TE=0.489), 품질인증(TE= 

0.454), 농업정보활용(TE=0.415), 선별과 자

리(TE=0.377) 등 경 인 측면도 소득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방울토마토 소득에 한 직․간  향도

구    분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측고 -0.054 0.149 0.095

시설형태 -0.020 0.217 0.197

가온감온시설 0.143 0.327 0.470

보온시설 0.042 0.426 0.468

환기시설 0.111 0.065 0.176

환경자동화 -0.053 0.162 0.109

농작업기계화 0.050 0.153 0.203

리 0.145 0.360 0.505

온도 리 0.048 0.372 0.420

탄산가스시용 -0.059 -0.257 -0.316

연작 책 -0.029 0.325 0.296

기비 0.049 0.453 0.502

추비 0.078 0.430 0.508

수 0.081 0.431 0.512

품종선택 0.043 0.421 0.464

육묘 -0.060 0.385 0.325

정식 비 -0.084 0.298 0.214

수정 0.000 0.481 0.481

병해충방제 0.000 0.359 0.359

수확 -0.110 0.473 0.363

선별 0.007 0.370 0.377

품질인증 -0.023 0.477 0.454

업경 -0.145 0.064 -0.081

경 기록 -0.023 0.321 0.298

출하처 0.123 0.366 0.489

자 리 0.014 0.363 0.377

정보활용 0.063 0.352 0.415

10a당 수량 0.223 0.561 0.784

가격(품질) 0.190 0.511 0.701

10a당 경 비 0.211 0.565 0.776

Ⅴ. 요약  결론

방울토마토는 시설작물로 고정자본과 유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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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많이 투입되는 자본집약 이며, 재배기술의 

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집약 인 작목이라는 경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울토마토의 경 성과에 어떠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하여 구

체 이고 실증 인 분석이 미흡하여 농가의 경

성과 제고를 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

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방울토마토의 경 성과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간의 계를 구조방정식 

체계를 통하여 구명하고 경로계수를 추정하여 그 

크기를 계측하 다. 나아가 각 요인들이 소득에 

미치는 총 향도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

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경로와 향계수를 산출하

으며, 총효과 자료를 토 로 기존의 방울토마

토 표 진단표 배 기 을 새로이 제시하 고, 

수정 제시한 진단 수와 수량, 가격, 경 비, 소

득과의 상 계수를 분석하 다.

분석자료는 충남도내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89

호를 조사한 후에 통계 으로 극한치로 정된 

24호를 제외한 65호를 상으로 수집하여, 2003

년 9월말 재를 기 으로 하 으며, 방문 청취 

조사한 횡단면자료를 분석하 다. 방울토마토 재

배농가 경 주의 평균연령은 46.5세, 재배경력은 

8.0년, 호당 경 규모는 1,123평, 10a당 수량은 

7,439kg, 10a당 소득은 8,112천원이었다. 표본농

가들을 ｢방울토마토 경  표 진단표｣에 의해 진

단한 결과, 얻은 평균 수는 69.0 으로 국내  

상  수 인 Ⅲ수 이었다.

방울토마토 경 성과에 련된 요인을 구명하

기 한 모형설정에는 외생변수로 수량에 향을 

미치는 15개, 품질에 향을 미치는 19개, 경 비

에 향을 미치는 25개를 도입하 으며, 최종

으로 내생변수인 소득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는 수량, 품질, 경 비에 련된 모든 외생변수를 

포함하고 수량, 품질, 경 비 자체도 외생변수로 

도입하 다.

주성분 분석결과, 수량에 련되는 주성분은 

10개, 품질에 련된 주성분은 12개, 경 비에 

련된 주성분은 15개, 소득에 련된 주성분은 16

개로 확인되었다. 

수량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추비 리, 

시설형태, 리, 수확, 수 리, 농업정보활용, 

온도 리, 기비, 병해충방제, 탄산가스시용 등의 

순으로 정(+)의 향을 미쳤고, 품종선택, 정식

비, 연작, 측고, 육묘 등은 부(-)의 향을 미

쳤다.

품질에 미치는 향도가 큰 외생변수는 

리, 품종선택, 기비, 온도 리, 출하처, 추비, 병해

충방제, 연작, 수정, 탄산가스시용, 선별, 측고, 품

질인증 순으로 정(+)의 향을 나타냈으며, 경

비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10a당 수량, 환기시

설, 농업정보활용, 추비 리, 시설형태, 수 리, 

수정, 가온감온시설, 보온, 리, 기비 리, 출

하처, 수확 등의 순으로 정(+)의 계를 보 다.

소득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10a당 수

량, 리, 가온․감온시설, 출하처, 환기시설, 

수 리, 추비 리, 농업정보활용, 농작업기계화, 

기비 리, 품종선택, 보온시설, 자 리 등은 정

(+)의 향을 미쳤고, 업경 , 수확, 정식 비, 

육묘, 탄산가스시용, 연작 책, 병해충방제, 측고, 

시설형태, 환경자동화, 품질인증 등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에 한 직․간  향도 분석에서는 10a

당 수량(TE=0.784), 10a당 경 비(TE=0.776), 

수(TE=0.512), 추비(TE=0.508), 리(TE 

=0.505), 기비(TE=0.502), 출하처(TE=0.489), 

수정(TE=0.481), 가온․감온시설(TE=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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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시설(TE=0.468), 품종선택(TE=0.464), 품

질인증(TE=0.454), 농업정보활용(TE=0.415), 선

별과 자 리(TE=0.377), 수확(TE=0.363) 등의 

순이며, 탄산가스시용과 업경 만 부(Negative)

의 향을 미쳤을 뿐 모두 정(+)의 향을 주었다.

따라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의 경 성과를 효

율 으로 제고시키기 해서는 경로분석결과 즉, 

각 세부요소의 소득에 한 직․간  향도에 

근거하여 효과가 큰 부문에 경 개선노력을 집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한 농가컨설 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흥청의 ‘방울토마토 경  진단

표’의 세부진단요소  배 기 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농장경 의 정 진단을 해 바람

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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