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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의패러다임변화로농업인구의효율적활용이중요시

되고있다. 최근까지농업의목적은식량생산기능이었다면

앞으로의농업의목적은다원적기능수행이다. 더이상농업

인구는 농사만을 수행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뜻이다. 목적에

걸맞게현대농업은지속가능한형태로변화하고있으며, 농

업을둘러싼전·후방산업의역시문화적, 환경적요인을배

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팜 도입, 농작업

자동화, 로봇농작업기도입과같은지능형농업의활성화를

통해농업인력효율성을상승시키고자한다. 본논문에서는

이송로봇의실용화를위하여기존 작업자대비로봇농작업

기가 갖는 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로봇 농작업기의 효율성에

대하여 계량화하고자 한다.

2. 조건 수립 및 분석
 

  이송 로봇과 작업자가 동일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

하였을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비교하기 위

해 5,000㎡ 온실에서 시뮬레이션하였다. 이송 로봇

실험환경은 그림 1과 같다. 동일 조건에서 실험을 시

행하여야 하므로 라인별 정식 된 작물의 수, 수확 가능

한 작물의 개체 수를 동일하게 관리하였다.

[그림 1] 스마트 온실 환경

2.1 이송 로봇 감가상각

  이송 로봇의 예상가격은 대당 1,500만원이며 내용

년수는 5년, 잔존가액은 9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이송 로봇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
(단위:원)

감가상각비 이송 로봇 현재가치

1년 차 750,000 15,000,000

2년 차 712,500 14,250,000

3년 차 676,875 13,537,500

4년 차 673,031 12,860,625

5년 차 610,879 12,217,594

  표1과 같이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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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량 생산 기능을 담당하던 농업이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업인력의효율적활용이필수적이며대안중하나로로봇을농작업에활용하는방법이있다. 현재다양한산업분야
에서로봇의실용화가이루어지고있으며, 농업분야에도로봇을접목한연구가진행 중이다. 그중이송로봇은실용화
단계에있다. 실용화를위한경제성분석은필수적이며, 본논문에서는이송로봇과작업자의비용을비교하였다. 5,000
㎡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작업내용과 시간은 숙련자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비용 비교분석을 위하여 B/C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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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율은 취득원가의 5%로 설정하였다.

  5,000㎡ 온실은 5개 실로 분리된 구조이며 1개 실

은 1,000㎡ 규모이다. 1실에 정식 되는 토마토는 총

2,480주이다. 1화방에 4개를 착과시킨다고 했을 때

9,920개의 토마토를 1주일에 수확한다. 주 5일 근무

기준 1일 토마토 수확 개수는 1,984개이며, 1일 수확

하는 토마토의 총무게는 약 238㎏ 이다. 이송 로봇과

작업자 모두 1회 운반 가능 최대무게는 300㎏이며, 1

일 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하였다. 1실에서 수확

되는 토마토는 작업자가 1회에 걸쳐 운반하면 작업이

완료된다. 그림 2는 토마토를 이송 로봇이다.

[그림 2] 이송 로봇

[표 2] 작업자 임금
(단위:원)

일당계산법 최저임금법

1년 차 16,800,000 21,869,760 

2년 차 17,169,600 22,350,895 

3년 차 17,547,331 22,842,614 

4년 차 17,933,372 23,345,152 

5년 차 18,327,906 23,858,745 

  작업자 임금은 표 2와 같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평균값 2.2% 적용. 작업 시기에 따라 작업량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일당계산법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작업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2 비용편익분석

  인력 절감으로 얻는 편익을 산정할 때 기간은 표 3

과 같이 1년 단위로 산정하였으며 이송 로봇, 작업자

모두 1단위에 대한 이익을 산출하였다.

[표 3] 로봇 구매 시 인력 절감 편익
(단위:원)

일당계산 최저임금법

1년 차 1,800,000 6,869,760

2년 차 4,719,600 14,970,655

3년 차 8,729,431 24,275,769

4년 차 13,802,178 34,760,296

5년 차 19,912,490 46,401,447

3. 분석 결과 및 결론

  그림 3과 같이 감가상각 때 정률법과 내용년수를 적

용하여 비교분석을 시행하여 연차별 값을 산출하였다. 

[그림 3] 작업자 임금에 따른 B/C ratio

            
  최저임금법 적용 시 2년 차부터, 일당계산법 적용할

때 4년 차 이후로 1 값을 넘겼다. 이송 로봇의 감가상

각에 따른 내용년수는 5년, 일반적인 로봇의 내구연수

는 8년으로 두 조건 모두 만족하므로 도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송 로봇 도입을 위한 손익분기점

도출을 위한 비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작업효율과 로봇

유지보수 항목 등을 추가하여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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