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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장경영모델은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목표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신
규 진입 농가에게 경영규모에 맞는 고정자본재의 경제적 이용과 노동시간 배분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귀농 정착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써 경영모델이 필요하고, 또한
품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인에게도 다양한 작목의 농장경영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채소 두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농장경영모델을 제시하
고자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시설 딸기와 시설 토마토를 재배하는 선도농가를 대상
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성과 적정 경영규모를 조사하였다.
  시설 딸기에서는 수경재배 시, 작업단계별 투입노동량은 총 890시간/10a이었고, 그 중 수확 노동력이
339시간/10a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선별·포장이 159시간/10a, 적화·적과·노엽제거가 84시간
/10a으로 뒤를 이었다. 순별 노동 투입 시간이 가장 높은 시기는 2월 상순에서 3월 상순으로 46시간/10a
로 나타났다.
  시설 토마토에서는 양액재배 시, 작업단계별 투입노동량은 총 799시간/10a이었다. 수확 노동력이 258
시간/10a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선별·포장이 163시간/10a, 순지르기·솎아내기가 93시간/10a이었
다. 순별 노동 투입 시간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월 중·하순으로 32시간/10a로 나타났다.
  딸기 수경재배 시 필요한 대농기구 및 시설은 시설하우스, 작업장(선별장), 난방기(온풍기), 양액기, 환
풍기, 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이 있으며 하우스 시설비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토마토 양액재배
를 할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작업장, 저온저장고, 난방기(온풍기), 양액기, 선별기 등의 대농기구 및 시설
이 필요하였으며 딸기와 마찬가지로 하우스 시설 투입비용이 가장 높았다.
  목표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시설 딸기 적정 경영모델은 4,397㎡ 재배면적으로 수경재배를 할 경
우, 3,916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하면, 총수입 96,264천원, 경영비 46,231천원이 투입되어 목표소득을 달
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 토마토의 경우에는 4,506㎡ 재배면적으로 양액재배를 할 경우, 
3,602시간의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총수입 108,031천원, 경영비 58,021천원으로 목표소득 달성이 가
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표소득 기반의 시설 딸기·토마토 농장경영모델은 귀농인과 신규 창업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
한 의사결정 도구와 작업단계별 순별 노동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입 노동력을 계상하는 데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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