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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두는다른과일에비해신맛이많아선호소비층을형성

하고 있는 여름철 과일이며, 포도 폐원에 따른 대체 작물로

인기가높아최근 재배면적이증가추세에있다. 자두 재배면

적은 2005년 이후감소세를보인후 6,000ha 이하로유지되다

가 2016년 6,000ha을 넘었다(통계청). 또한 경북지역 재배면

적 비중이 83.8%로 매우 높은 작물이다.

자두는 숙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된다.

조생종에는 대석조생, 대홍석, 정상, 로얄대석, 홍로센 등이

있고, 중생종에는 뷰티, 포모사, 도담 등이 있으며, 만생종에

는추희, 대왕자두, 태양 등이있다(농촌진흥청, 2018). 자두는

품종과 출하시기에 따라 품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조사자료와 생산자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품질경영에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자두농가의품질경영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

농촌진흥청의농산물소득자료와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생산

자패널자료를활용하였다. 농산물소득자료는 2008년과 2018

년을 상호 비교하였고 생산자패널자료는 2005년과 2018년을

상호 비교하였다.

3. 분석결과

3.1 자두농가의 경영성과 변화

자두농가의경영성과변화를분석하기위해농촌진흥청소

득조사자료를활용하여 2008년과 2018년를비교하였다(표 1).

수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18년에 수량은

45% 증가하였고, 판매가격은 44%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은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의 변화를살펴보면 중간재비 152%, 경영비 172%, 생

산비 263%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성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와 소득은 각각 99%, 91% 증가하였고, 노동생산성

69% 증가하였으며, 토지생산성은 151%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1] 자두 농가의 경영성과 변화
구분 2008년(A) 2018년(B) 대비(B/A)

수입 수량(kg/10a) 953 1,382 1.45
판매가격(원/kg) 2,602 3,756 1.44
총수입(천원/10a) 2,480 5,192 2.09

비용 중간재비(천원/10a) 489 1,231 2.52
경영비(천원/10a) 558 1,517 2.72
생산비(천원/10a) 1,209 4,388 3.63
노동시간(시간/10a) 111 165 1.49

성과 부가가치(천원/10a) 1,990 3,962 1.99
소득(천원/10a) 1,922 3,675 1.91
노동생산성(원/시간) 4,416 7,471 1.69
토지생산성(원/㎡) 489 1,231 2.51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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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경영을 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판매가격인 11～14%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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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두 품종구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자두 품종구성별 재배면적 비율은 우리나라 자두의 최대

주산지인김천과의성을상호비교하였다(표 2). 2005년 품종

별 재배면적 비율을 살표보면 김천지역은 대석조생 41.5%,

포모사 35.7%, 솔담 8.4%, 산타로사 6.0%등이었고, 의성지역

은 포모사 53.9%, 대석조생 36.6%, 홍로센 1.6%, 추희 1.6%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품종별재배면적비율을살표보면김천지역은대석

조생 38.8%, 포모사 31.4%, 추희 14.4%, 도담 3.3%등으로조

사되었고, 의성지역은포모사 41.5%, 대석조생 23.7%, 로얄대

석 17.0%, 대왕자두 4.1%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지역별 품종구성을 살펴본 결과 의성지역은

중생종 중심인반면김천지역은조생종 중심임을알수있다.

조생종은 재배기간이 짧아 중생종에 비해 과실 품질이 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의성지역은 품질위주의 경영을 하

는 반면 김천지역은 조기출하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산지의 품종별 재배면적 비율
(단위 : %)

품종명
2005년 2018년

김천 의성 김천 의성
조생종 대석조생 41.5 36.6 38.8 23.7

대홍석 0.5 0.5
정상 0.5 0.5
로얄대석 1.3 1.6 17.0
홍로센 3.7 1.6 2.9 4.3
소계 45.2 43.8 40.0 46.0

중생종 뷰티 0.0 2.3
포모사 35.7 53.9 31.4 41.5
도담 0.0 0.0 3.3 3.4
산타로사 6.0 0.8 1.3 0.0
소계 41.7 54.7 38.3 44.9

만생종 자봉 0.2 1.3 0.0
대왕자두 1.6 1.0 2.6 4.1
미금 0.4 0.4

선킹델리셔스 0.3
솔담 8.4
빅오자크 0.0
귀양 1.0
태양 0.2 0.3
추희 2.2 1.6 14.4 2.7
소계 10.4 3.6 3 4.8

기타 분류불능 0.5 0.1 0.5 1.6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산자패널자료, 각 년도.

주산지별 판매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물소득자료집을활용하여 2007년과 2018년을비교하였다(표

3). 2007년의 kg당판매가격을보면김천 2,065원, 의성 2,358

원으로 의성이 김천에 비해 14% 높았으며, 2018년도에는 김

천 3,657원, 의성 4,075원으로 11%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결과에서중생중 중심즉품질위주의품종구성을할

경우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판매가격인 11～14%높은것

을 알 수 있다.

[표 3]  자두 품종구성에 따른 지역별 판매가격 비교

지역
2007년 판매가격 2018년 판매가격

(원/kg) 지수 (원/kg) 지수
김천 2,065 100 3,657 100
의성 2,358 114 4,075 111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각 년도..

4. 결론
본연구는자두의품종구성에따른경제적효과를분석하

기 위해 농산물소득자료와 생산자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산

지를 상호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대비 2018년의총수입은 109%가증가한반면

중간재비와 경영비는 각각 152%, 경영비 172% 증가하여 부

가가치와 소득은 각각 99%, 91% 증가하였다.

둘째, 생산자패널자료를활용하여자두주산지인두지역의

품종구성을 분석한 결과 의성지역은 중생종 중심인 반면 김

천지역은 조생종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두농가가 품질위주의 경영을 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판매가격인 11～14%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논문은농촌진흥청연구사업(과제번호: PJ01505805)의 지

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참고문헌

[1]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산자패널자료, 각 년도.

[2]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각 년도.

[3] 농촌진흥청, 「자두․매실」, 농업기술길잡이111, 2018.

[4] 통계청, 국가통계포탈(www.kosi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