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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conomic evaluation of a smart farm 
investment for tomatoes and strawberries. In addition, the potential adoption rate of the 
smart farm was derived for different scenarios.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evaluation 
with the net present value (NPV) method and estimated the adoption potential of the smart 
farm with the trade-off analysis, minimum data (TOA-MD)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net present value shows that the smart farm investment for the two crops 
are economically feasible, and the minimum prices for the tomatoes and strawberries should 
be 1,179 and 3,797 won/kg to secure a sufficient economic feasibility for the smart farm 
investment. Next, the analysis of the potential adoption rates for smart farms through the 
TOA-MD model showed that when the support ratio for the adoption of a smart farm system 
was 50% and the price increase rates were, respectively, - 5, 2.5, 0, 2.5, and 5%, the conversion 
rates for tomato farms to switch to smart farms were 0.97, 1.78, 3.05, 4.91, and 7.47%, while 
the ratios of the strawberry farms to switch to smart farms were 0.12, 0.29, 0.65, 1.33, and 
2.53%, respectively. This study has some known limitations, but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decision making about smart farm adoption and can contribute to government policies on 
smart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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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농가소득 정체, 농지면적 감소, 고령
화, 농업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의하면 

2020년 농가인구는 전년도 대비 1.5% 감소했으며, 재배면적과 경지면적도 전년보다 0.6% 감
소해 각각 164만 ha, 158만 ha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0.7 p% 증가한 46.2%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대응책으로 최근 고소
득 시설채소 작목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ICT 융복
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스마트 팜 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스마트 팜의 확산은 농작물 수확량 증가, 노동시간 감소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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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조건적인 스마트 팜의 확산 및 운영은 해당 농산물의 공급증가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농작물의 시장가
격을 하락시켜 오히려 농가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
료에 따르면 스마트 팜 재배면적 비율이 높은 작물 중 하나인 딸기의 경우, 2019년도 재배면적은 2018년 대비 

7.5% 증가함과 동시에 2019년의 도매가격은 2018년에 비해 7.4% 감소했다. 따라서 스마트 팜 농가의 최종적 

경영성과인 안정적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팜을 도입하기 전에 생산성 변화, 농산물의 시장가격 등
과 같이 다양한 경영여건을 고려한 투자 수익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스마트 팜 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투자의 임계가격을 

도출한다. 이는 현재의 시장가격 수준에서 일반 시설 농가의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이 경제적으로 투자 수익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농산물의 가격 수준을 제시한다. 1)연구의 두번째 목적
은 앞에서 도출된 임계가격을 기준으로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가격의 변화와 정부의 스마트 팜 보급 지원정책 시나
리오별 스마트 팜으로의 잠재적 전환율을 도출하는 것이다.

스마트 팜 투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법을 사용하였다. NPV

는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Lee et al. (2008)는 NPV를 이용
하여 광미댐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선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한 바 있고, Ku et al. (2013)는 NPV

를 이용하여 원예 신품종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Koo et al. (2017)는 NPV와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을 이
용하여 녹색농업치유단지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농업부문에서 스마트 팜의 투자 수익성
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6a)은 226개 농가를 대상으로 NPV와 내부수익률을 통해 

스마트 팜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스마트 팜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Lee 

(2018)는 토마토와 딸기를 대상으로 NPV와 실물옵션가치를 통해 스마트 팜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임계가
격을 도출한 바 있다.

NPV를 통해 도출된 임계가격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 및 정부 지원에 따른 시나리오별 농가의 스마트 팜으
로의 잠재적 전환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Antle and Valdivia (2006)의 기술선택(trade-off analysis, minimum data, 

TOA-MD) 모형을 도입하였다. 이 모형은 최근 농가의 신규 기술의 잠재적 도입률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Claessens et al. (2012)은 이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농가들의 기술 선택율과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하였으며, Ilukor et al. (2014)은 정부의 지원금에 따른 고구마 재배 농가의 잠재적 기술 도입률의 변화를 지역의 

고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팜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작물 중 토마토(40.7%)와 딸기(16.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토마토와 딸기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전체 작물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작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NPV법과 TOA-MD모형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끝으로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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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법

일반적인 투자분석 방법에는 순현재가치(NPV)법,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 편익/비용비(benefit/

cost ratio, B/C) 등이 있다. 내부수익률법은 도출된 수익률을 이용하여 재투자를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도 현재와 같은 내부수익률을 지니는 투자기회가 있다는 것이므로 현실성이 없으며, 

편익/비용비는 계산결과가 비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할인율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줄 투자안에 재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며, 계산결과가 금액
으로 산출되어 가치 증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인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여 투자분석을 실시하였다. NPV는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편익의 흐름을 할인율로 나눠서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
하여 합한 값이다. 할인율은 투자를 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율을 뜻하기 때문에 이는 자본의 기
회비용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고려한 순현재가치가 양(+)인 사업은 기회비용을 포함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잉여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순현재가치가 음(-)인 경우에
는 편익보다는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켜 일반적으로 투자를 기각시킨다(Lee et al., 2008). NPV는 다음의 식(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V = , , , ,P C t r1 2 g=N
t

B C
I

1
t t

t

T

t
1 +

-
-

= ] g
|            (1)

식(1)에서 Bt는 t년도에 얻게 되는 수익을 의미하며, Ct는 t년도의 비용을, r은 비용과 편익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생기므로 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discount rate)을 나타내며, IC는 초기 투자비용을 의미한다. 수익
은 당해연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판매가격의 곱으로 정의되며, 비용은 크게 자본비, 노동비 그리고 기타경비
로 구성된다. 자본비에는 종자·종묘비, 무기질 비료비, 유기질비료비, 농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비는 고용노
동비를 사용하였다. 기타경비에는 수도광열비, 기타재료비, 감가상각비, 토지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비
용의 경우 본 연구의 목적이 스마트 팜의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서 제공하는 스마트 팜 표준 사업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경비의 구성항목은 분석방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TOA-MD (trade-off analysis, minimum data)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스마트 팜의 전환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Antle and Valdivia (2006)의 기술선택
모형(TOA-MD)을 사용하였다. Antle et al. (2003)의 인센티브 모형과 같이 정부 정책 및 기술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지만 TOA-MD모형은 보조금과 관련된 기술전환율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TOA-MD모형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한 농가들의 비율을 초기 균형도입 수준(initial equilibrium adoption level)으로 정의한다. 정부는 이러
한 초기 균형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가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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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가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수익을 고려하여 신기술의 도입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Antle and Valdivia (2006)의 기술선택모형(TOA-MD)에 따라 신기술을 스마트 팜으로 정의하면, 현재 

스마트 팜이 아닌 일반 시설 농사를 선택하고 있는 농가의 수익을 v(p, 0)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p는 품목의 

가격, 0은 스마트 팜 도입 이전의 일반 시설 농가를 의미한다. 이 농가가 스마트 팜을 도입하면 그 수익을 v(p,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1은 신기술인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한 농가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 시설 농가가 스
마트 팜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순수익과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순수익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w p v p v p0 1= -] ] ]g g g              (2)

여기서 일반 시설농가가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전환비용(Ω(p))을 고려한다면 식(2)는 식(3)과 같이 

재정의 될 수 있다.

, ,w p v p v p p0 1 X= - +] ] ] ]g g g g             (3)

w(p)는 일반 시설농가가 스마트 팜을 도입했을 경우의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한 순수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
로, 그 값이 0보다 작으면(w(p) < 0 ) 일반 시설 농가는 스마트 팜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0보다 크
면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시설채소의 가격에 따른 농가의 스마트 팜으로 전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p가 

주어져 있을 때 전국 혹은 특정 지역 농가들의 w값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확률밀도함수를 ∅(w)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가격 조건 p에서 스마트 팜을 선택할 농가의 비율은 식(4)와 같이 확률분포함수로 정
의할 수 있다.

,w r0 1# #r p w d p
0

z=
3-

] ] ]g g g#              (4)

여기서 ∅(w)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 때의 r(p)가 스마트 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의 초기 전환율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가 스마트 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
에게 시스템 도입 비용의 a%를 지원해준다면 농가의 스마트 팜 초기 투자비용은 (1 − a)Ω(p)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를 식(2)에 대입하면 식(5)와 같이 재정의 된다.

, ,w p v p v p a p0 1 1 X= - + -l ] ] ] ] ]g g g g g            (5)

따라서 스마트 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일부 정부 보조를 받는 농가들의 스마트 팜 도입률 식(6)와 같이 결정된
다.

,w r0 1# #r p w d p
0

z=
3-

l l l] ] ]g g g#             (6)

식(6)을 통하여 일반 시설 농가의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비용을 포함한 도입 이전의 순수익과 스마트 팜 시스템
을 도입한 이후의 순수익이 같아지는 점, 즉 그 순수익의 차이가 0이 되는 점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하면 스마트 팜 

시스템으로의 전환율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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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팜의 투자 수익성 분석을 위한 NPV값과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률 분석을 위한 TOA-MD 

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토마토 및 딸기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마토와 딸기의 수
량, 가격, 경영비, 소득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NPV값 도출을 위
한 농가의 생산량, 경영비 및 작물가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가격 상승률과 

경영비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각각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채소 및 과실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2014년부터 2018

년까지의 5년 평균값인 1.0127%와 1.0669%로 설정하였고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4.5%

를 적용하였다. 스마트 팜 설치 비용은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 사업」에 따라 약 0.33 ha 기준 2천 

만원(10 a 기준 6,060,606원)을 사용했으며, 총 비용의 50% (국고 보조금 20%, 지방비 30%)는 지원된다고 가정
하고 나머지 50% (융자 30%, 자부담 20%)만을 반영하였다. 융자 금리의 경우 고정 금리 2.0%를 분석에 이용하였
으며 자부담 20%의 경우 설치하는 해에 모두 지불한다고 가정하였다. 사업기간은「2016년 스마트 팜 성과분석」
에 따라 시설의 내구년수를 고려하여 공사완료 후 25년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토마토와 딸기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토마토의 평균 가격은 1 kg당 약 1,911

원이었으며, 토마토 평균 생산량은 10 a당 약 8,122 kg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는 10 a

당 평균 7,266,918원으로 나타났다. 딸기 가격의 평균은 1 kg당 약 3,503원이었으며 생산량은 평균 약 3,503 kg

으로 나타났다. 딸기 생산을 위한 경영비는 10 a당 평균 약 8,645,638원이었다.

스마트 팜의 도입에 따른 작물별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토마토의 스마트 팜 도입 후 생산성 변화는 

Kim et al. (2016b)의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스마트 팜 도입 후의 생산
비와 생산량 변화율을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른 농가수를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각각 약 7% 하락, 7%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농가의 생산량과 경영비의 경우 일반 농가의 생산량과 경영비에 스마트 팜을 도입했을 

때의 그 변화율을 곱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생산량에 가격을 곱하고 변화율을 고려한 경영비를 뺀 값을 

토마토 스마트 팜 농가의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토마토의 경우 경영비 변화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생
산비 변화율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딸기의 스마트 팜 도입 후 소
득의 변화는 Kim et al. (2017)의 �딸기 1세대 스마트 팜 기술적용 효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Table 3). 딸기의 경우 

일반 농가의 소득에 스마트 팜 도입 후의 소득증가율을 곱하여 스마트 팜 농가의 소득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 의
하면 일반 딸기 농가가 스마트 팜을 도입했을 때 소득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Table 1. Basic statistics of tomato and strawberry.

Index
Tomato Strawberry

Average Std. Err Average Std. Err
Price (₩/10 a) 1,911.9 193.7 5,688.1 866.2
Production (kg/10 a) 8,122.9 749.6 3,503.3 113.6
Operating expense (₩/10 a) 7,266,918.4 694,348.2 8,645,638.1 1,563,345
Std. Err., standard error. 
Source: RDA (20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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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스마트 팜 경제성 및 전환율 분석 결과

Table 4는 NPV법을 통해 토마토와 딸기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에 따른 투자 수익성과 임계가격을 도출한 결과
이다. 현재 정부가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에게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마토와 딸기 모두 NPV값이 0보다 큰 값이 도출되었으므로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이 경
제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순수익이 같아지는 가
격, 즉 농가가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가격인 임계가격(p)을 도출한 결과, 토마토의 임
계가격은 1,179원, 딸기의 임계가격은 3,797원으로 나타났다. 토마토와 딸기의 2018년 기준 3개년 평균 가격은 

각각 약 1,869원, 6,384원인데, 이는 도출된 임계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일반 시설 농가가 스
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순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율을 도출한 결과를 Table 5와 Table 6로 나타내었다. Table 5는 정부의 

스마트 팜 시스템에 대한 지원비율과 가격상승률 변화에 따른 토마토 농가의 스마트 팜으로의 잠재적 전환율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TOA-MD 모형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
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평균가격 수준 및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 50%를 기준으로 

일반 시설농가의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율을 도출한 결과 전환율은 3.05%로 나타났다2). 이는 Kim et al. (2016b)

에서 조사한 현재의 실제적인 스마트 팜 면적비율인 약 2.9%와 그 값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
한 TOA-MD 모형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율 50% 수준은 유지하면
서 토마토의 가격이 2.5% 및 5%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토마토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 비율은 각각 4.91%와 

7.47%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이 2.5, 5% 하락할 경우에는 스마트 팜 전환율이 1.78, 0.97%로 도출되어 가

Table 2. Productivity changes in tomato farms after adopting smart farm.
Index Less than 5,000 m2 More than 5,000 m2 Total (%)
Number of farms 48 (68%) 22 (32%) 70
Production (%) 104.8 109.1 1.07
Cost (%) 93.8 92.7 0.93
Source: Kim et al. (2016b).

Table 3. Productivity changes in strawberry farms after adopting smart farm.

Index Before adopting 
smart farm

After adopting 
smart farm Total % change

Income (₩/10 a) 9,323,434 10,408,105 111.6
Source: Kim et al. (2017). 

Table 4. The estimate of NPV and critical price.
Index NPV (1,000 ₩/10 a) Critical price (₩)
Tomato 59,928 1.179
Strawberry 82,610 3,797
NPV, net pres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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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상승할 때보다 전환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정부가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50%에 5% 추
가 지원(55% 지원)할 경우, 토마토의 가격이 0, 2.5, 5% 상승할 때는 스마트 팜으로 전환하는 토마토 농가의 비율
은 각각 17.05, 22.71, 29.07%로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가격이 2.5, 5% 하락할 때는 스마트 팜의 잠재적 전환율은 

12.28, 8.38%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스마트 팜의 도입을 계획하는 토마토 농가에 대해 시스템 도입 비용
의 60%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토마토 가격의 변화율이 - 5, - 2.5, 0, 2.5, 5%일 때 토마토 농가 중 스마트 팜
으로 전환하는 농가의 비율이 각각 33.54, 41.19, 48.72, 56.21, 63.25%로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보조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환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스마트 팜으로 전환함에 있어 시스템 도입 비
용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증가가 농가로 하여금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Adoption potential of smart farming system for tomato.
Support rate (%) Price increase rate (%) Adoption potential (%)

50 - 5.0 0.97
- 2.5 1.78
0.0 3.05
2.5 4.91
5.0 7.47

55 - 5.0 8.38
- 2.5 12.28
0.0 17.05
2.5 22.71
5.0 29.07

60 - 5.0 33.54
- 2.5 41.19
0.0 48.72
2.5 56.21
5.0 63.25

Table 6. Adoption potential of smart farming system for strawberry.
Support rate (%) Price increase rate (%) Adoption potential (%)

50 - 5.0 0.12
- 2.5 0.29
0.0 0.65
2.5 1.33
5.0 2.53

55 - 5.0 0.74
- 2.5 1.50
0.0 2.87
2.5 5.06
5.0 8.37

60 - 5.0 3.22
- 2.5 5.65
0.0 9.35
2.5 14.41
5.0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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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앞서 도출된 딸기의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의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한 지원율 및 

가격상승률에 따른 딸기 농가의 스마트 팜으로의 잠재적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지원 비율이 50%이고 가격 

상승률이 0%일 때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율은 0.65%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Kim et al. (2016b)에서 조사된 0.7%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TOA-MD 모형이 딸기에 대해서도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율이 50%이고 현재 가격수준에서 가격이 2.5%와 5% 증가할 경우, 딸기 농가
의 스마트 팜으로의 잠재적 전환율은 각각 1.33%와 2.53%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이 2.5, 5% 하락할 때는 스
마트 팜으로 전환하는 딸기 농가의 비율은 각각 0.29, 0.12%로 나타났다. 만약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율을 55%로 

상향 조정할 경우, 가격이 - 5, - 2.5, 0, 2.5, 5% 변화할 때 스마트 팜으로 전환하는 딸기 농가의 비율은 각각 0.74, 1.5, 

2.87, 5.06, 8.37%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스템 비용의 60%로 늘릴 경우
에는 가격이 0, 2.5, 5%의 가격 상승할 때 스마트 팜으로의 잠재적 전환율은 각각 9.35, 14.41, 20.98%일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딸기의 가격이 2.5, 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전환율이 5.65,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딸기의 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한 지원율을 증가시킬 때 잠재적 전환율의 증가가 토마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나는 것은 규모화된 토마토 시설 농가의 수가 딸기 시설 농가보다 많아 스마트 팜 시스템의 도입이 보다 용
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시설 면적
이 1 ha 이상인 토마토 농가의 수는 691 농가인데 반해, 딸기 농가의 수는 538 농가였다. 이보다 더 규모화된 시설 

면적 2 ha 이상의 농가 수는 토마토의 경우 150 농가, 딸기의 경우 88 농가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의 경우 일반적
으로 규모화된 연동 시설을 갖춘 시설 농가가 도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규모나 가격의 상승이 크더라도 현재 

더 규모화된 시설이 많은 토마토가 그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 팜의 투자 경제성 분석을 실
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스마트 팜의 전환율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팜의 경제적 타당성을 순현재가치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토마토와 딸기 농가의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
은 경제적으로 그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가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토
마토와 딸기의 최소 시장가격인 임계가격을 도출하면 각각 1,179원과 3,79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마토
와 딸기의 시장가격이 임계가격 수준 이상으로만 형성된다면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농가의 스마트 팜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현재 평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부가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 비용의 지원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시
장가격의 상승도 스마트 팜 시스템의 잠재적 도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스마트 팜 시스
템 도입비용의 지원율이 증가함에 있어 딸기보다는 토마토 농가의 잠재적 도입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토마토 시설 농가의 규모화 정도가 딸기 시설 농가보다 크기 때문에 스마트 팜 시스템의 도입이 보다 용이한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일반적으로 규모화된 연동 시설을 갖춘 시설 농가가 스마트 팜을 도입하기 때문에 보
조금의 규모나 가격의 상승이 크더라도 보다 규모화 토마토 시설 농가의 전환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Assessing the adoption potential of a smart greenhouse farming system for tomatoes and strawberries using the TOA-MD model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4) December 2020 751

본 연구는 스마트 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율을 분석
하여 앞으로의 스마트 팜에 관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만, 자료의 가용성 

문제로 인해 생산량 변화율 및 경영비 변화율 추정에 제한된 변수만을 사용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일
반 시설 농가가 스마트 팜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여 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이 증가하
므로 전체 시장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자의 몫
으로 남기기로 한다.

Footnote
1) 본 연구에서는 토마토와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일반 시설 농가가 스마트 팜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ICT 시스
템 투자비용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임계가격을 도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정부의 스
마트 팜 지원정책이 시스템 투자비용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설의 확장이나 기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을 유지한 채 스마트 팜 시스템만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의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여 농가가 스마트 팜 시스템을 도입할 때 현재 보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추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격 수준을 임계가
격으로 본다.

2) TOA-MA 모형을 이용하여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농축산
물소득자료집 자료를 이용하여 각 년도의 스마트 팜 도입 이전 소득에서 도입 이후 소득을 빼준 뒤,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비용 및 감가상각을 더해서 그 순수익이 10 a당 평균 287,074과 표준편차 243,691원인 정규분
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스마트 팜 시스템 도입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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