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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크라(Okra, Abelmoschus esculentus)는 아욱과에속하는

속씨식물이다. 생김새때문에 ‘여인의손가락(ladies' fingers)’

이라는별명을가지고있기도하다. 이 식물은우리나라에들

어온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 중 하나이다.

2020년 현재전국 38개농가에서재배되고있는오크라는총

재배면적이 4.81ha에 불과하다. 농가 및 면적의 변화양상을

보면, 2015년 이래 농가수는 2.11배, 면적은 1.60배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농가당 재배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여,

0.167ha(’15)에서 0.12ha(’20)로 변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전

체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1.07ha)의 11.2%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다른작목에비해, 연구의대상이되는모집

단의 크기(N=38)가 작고, 확보된 표본농가의 수(n=6)도 작은

오크라농가의소득을분석하였다. 이러한경우, 일반적인통

계분석이 곤란하다. 특히 분석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

를해결하기위하여, 부트스트랩기법을활용하였다. 이 방법

은통계학의중심극한정리를소표본차원에서응용하는방식

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신뢰수준 하(95%)에서 소득 및세부적

인 비용이 어떠한 분포 내에 존재할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1)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501102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 오크라 전체농가 및 조사농가 현황

2.1 연도별 오크라 재배농가 및 면적 변화

’15년부터 ’20년까지 오크라 재배농가는 18호에서 38

호까지, 연평균 성장률 16.1%씩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은 2.98ha에서 4.81ha까지, 연평균 10.0%씩 상

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설면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부분이 흥미롭다. ’15년 63.1%에 달하던

시설비중은 ’20년 22.0%로, 연간 -18.9%씩 감소하였다.

[표 1] 연도별 오크라 재배현황 (단위: 호수, ha,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배농가 18 24 28 34 36 38
재배면적 2.98 3.00 4.16 4.44 5.01 4.81
시설비중 63.09 47.33 45.43 30.18 21.36 22.04 

2.2 지역별 오크라 재배농가 변화

오크라의지역별재배현황을살펴보면, 오크라생산현장이

보다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경

북과 서울, 경기 등이 가장 큰 면적을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에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

를 통해 볼 때, 오크라는 도입초기, 시장이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을중심으로생산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그러던것

이 이후, 난방비의 상승 압박으로 주산지가 남부지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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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는 아욱과에속하는속씨식물이다. 생김새때문에 ‘여인의손가락(ladies' fingers)’이
라는별명을가지고있다. 이 식물은우리나라에들어온대표적인아열대작물중하나이다. 2020년 현재전국 38농가의
4.81ha에서 재배되고있다. 2015년 이래 농가수는 2.11배, 면적은 1.60배 증가하여, 농가당재배면적은 0.167ha(’15)에서
0.12ha(’20)로 감소하였다. 또한 오크라 농가당 재배면적은 총 농가 평균(1.07ha)의 11.21%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본연구에서는다른작목에비해, 모집단의크기가 작은, 오크라농가의소득을분석하였다. 모집단의크기(N=38)뿐만
아니라표본수(n=6)도 작은경우에는일반적인통계분석이곤란하다. 또한분석결과를신뢰하기도어렵다. 이의해결을
위하여대안적으로, 부트스트랩기법을활용하였다. 이 방법은현재의조사된표본을모집단으로취급하고, 반복추출을
허용한표본평균의분포를파악하는것으로,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의 원리를응용하는것이다. 이를통해
특정 신뢰수준 하(95%)에서 소득 및 비용이 어떠한 분포 내에 존재할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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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오크라의 주산지 이동을 이끄는

유인(incentive)이 시장에서 생산비로 변화하였다. 이는 현재

까지 오크라를 찾는 주 고객층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

들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준다.

[그림 1] 2015년 대비 2020년 지역별 오크라 재배농가 (단위: ha)

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의 검색 결과임

2.3 2021년 오크라 재배농가 조사 결과(n=6)

연구의관심대상인모집단의크기는 38농가이다. 모집단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재지가 전국적이기 때

문에실제조사(6개 농가)는 전남(5개소), 충남(1개소)로 이루

어졌다. 10a당 총수입은 7,317천 원이며, 중간재비는 3,581천

원으로, 이 둘의 차이인 부가가치(value-added)는 3,736천원

이다.

[표 2] 오크라 재배농가 조사 결과 (단위: 원/10a)

구     분 금     액
총수입 7,317 천원
   종자_종묘비 214 천원
   유기질비료 348 천원
   무기질비료 156 천원
   농약비 94 천원
   수도광열비 53 천원
   재료비 551 천원
   소농구비 43 천원
   대농구상각비 571 천원
   영농시설상각비 1,408 천원
   기타비용 145 천원
중간재비 3,581 천원
   위탁영농비  천원
   임차료 130 천원
   고용노동비 908 천원
경영비 4,619 천원
   자가노동비 6,541 천원
   유동자본용역비 39 천원
   고정자본용역비 1,127 천원
   토지자본용역비 10 천원
생산비 12,335.916 천원
소득 2,698 천원
부가가치 3,736 천원
이윤 -5,019 천원

10a당 소득(income)은 총수입에서경영비를차감하여구한

다. 오크라의 2020년 소득은 2,698천원으로, 시설수박(반촉성

; 2,851천원)과 참다래(2,719천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경제적기회비용을모두감안하는생산비(경영비 +

자가노동비 + 유동자본용역비 + 고정자본용역비 + 토지자본

용역비)를 고려하면, 순수익(총수입 - 생산비)은 마이너스(-

5,019천원) 수준이다.

2.4 소표본 문제의 극복을 위한 부트스트랩

작은 표본 수(n=6), 즉 결과의 신뢰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요 지표(총수입, 중간재비, 경영비, 소득)등
에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적용하였다.
방식은 총 6개의 표본에서 반복을 허용하면서 임의

의 10개 표본을 재추출하고, 이후 이들을 다시 평균하
는 과정을 10,000번 시행하게 하였다. 이 10,000번의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면, 중심극한정리에 의
하여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결과가 정규분포를 따
르므로 이의 평균에 ±2σ를 고려하면 신뢰수준 95%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신뢰구간 95%를 가정하고,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오

크라 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10a당 최저 2,734천 원
부터 최대 4,302천 원까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총수입과 소득 및 경영비의 편차가 낮은데 비
하여, 생산비는 편차가 크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영비
이후에 추가되는 기회비용(자가노동비, 용역비 등)의
농가간 편차가 극심(極甚)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 부트스트랩 결과(총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단위: 원/10a)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른 작목에 비해,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오크라 농가의 소득을 분석하였다. 모집단의 크
기(N=38)뿐만 아니라 표본 수(n=6)도 작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계분석이 곤란하다. 또한 분석결과를 신뢰
하기도 어렵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대안적으로, 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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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의 조사된
표본을 모집단으로 취급하고, 반복추출을 허용한 표본
평균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으로, 중심극한정리
(central limit theorem)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특정 신뢰수준 하(95%)에서 소득 및 비용이
어떠한 분포 내에 존재할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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