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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약용작물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생산면적 11천 ha,

생산량 55천 톤으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다.

국내 주요약용작물중하나인지황의경우 2020년 재배면적

138ha, 생산량 1천 톤으로, 최근생산량은하락세로나타났다.

    ※ 자료: 통계청(kosis.kr)
[그림 1] 지황 생산실적

지황 및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주로 생약학적 연구(오상아

외, 2015), 재배기술적연구(남효훈외, 2021)가 다수이루어졌

으며, 경영·경제학적 연구로는 약용작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노재선, 2012), 한방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노재선

외, 2013)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경영성과 분

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임진수 외 2017, 윤진우 외

2020 등) 약용작물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구릿대, 시호의

경영성과를분석한바있으며(최돈우외, 2017), 당귀, 천궁등

이농산물소득조사를통해매년분석되고있으나, 그 외작물

은 연구결과가 없거나 최신자료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2.1 조사내용

지황 주산지인 경북 영주, 안동, 충남 금산의 30개 농가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먼저, 조사농가일반현황으

로경영주연령, 영농경력, 영농면적등을확인하고주요출하

처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2020년 총수입과 비목별 생산

비를 조사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2.2 분석방법

경영성과 분석은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방법’

을 준수하였다.

3. 분석결과

3.1 조사농가 일반현황

조사농가의평균연령은 62세, 영농경력은 34년, 지황재배

경력은 13년이었으며, 총영농규모는 평균 4.3ha, 지황 재배면

적은 0.7ha으로 나타났다. 지황의 재배면적 비중은 15.6%로

부작물로 재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황의 주요 출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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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으로, 전체 출하물량의 57.4%가 농협으로 출하되었으

며, 금산(73.0)이 경북(20.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농가 일반현황

구분 연령
(세)

영농경력
(년)

지황재배경력
(년)

영농면적
(ha)

지황재배면적
(ha)

평균 62 34 13 4.30 0.67

3.2 지황의 생산비

지황의 비목별 생산비 비중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비(30.0),

자가노동비(21.2), 종자종묘비(7.7), 유기물비료비(6.8%)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약용작물 특성상 수확 시 기계와 인력이

함께 사용되며, 수확 후 처리 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고용노동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2] 비목별 생산비

비목　 금액(원/10a) 비율(%)
종자종묘비 392,610 7.7
무기질비료비 102,786 2.0
유기질비료비 347,423 6.8
농약비 157,778 3.1
수도광열비 199,373 3.9
기타재료비 89,389 1.7
소농구비 24,144 0.5
대농구감가상각비 187,870 3.7
영농시설감가상각비 52,293 1.0
수리유지비 57,325 1.1
기타요금 37,967 0.7
중간재비 1,648,957 　
농기계시설임차료 63,795 1.2
토지임차료 263,017 5.1
위탁영농비 250,758 4.9
고용노동비 1,537,204 30.0
경영비 3,763,732 　
자가노동비 1,088,529 21.2
유동자본용역비 82,709 1.6
고정자본용역비 131,109 2.6
토지자본용역비 57,829 1.1
생산비 5,123,908 100.0

3.3 지황의 수익성

조사농가의 10a당 평균 수량은 1,087kg, 판매단가는 kg당

5,618원으로 총수입은 10a당 6,107천원으로나타났다. 경영비

는 10a당 3,764천원으로 소득률은 38.4%로 분석되었다.
[표 3] 지황의 수익성

　 금액(천원) 비고
수량(kg) 1,087 생근　
수취가격(원/kg) 5,618 생근　
총수입 6,107
중간재비 1,649 　
경영비 3,764 　
부가가치 983
소득 2,343 소득률 38.4
노동시간 196.1

4. 요약 및 결론
국내주요약용작물인지황의생산현황을살펴보고재배농

가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지황 재배면적

은 0.7ha, 재배비중은 16.3%로 부작물로서 재배되고 있었다.

생산비 비중이 높은 항목은 고용노동비, 자가노동비, 종자종

묘비, 유기물비료비 등으로 나타났다. 지황의 평균 수량은

10a당 1,087kg, 평균 수취가격은 kg당 5,618원으로 총수입은

10a당 6,107천 원이며, 경영비는 10a당 3,764천 원으로소득률

38.4%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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