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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Objectives)

2000년 이후로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량 증가가 재배면적의 확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약용작물의 생산효

율성이 향상되어 확대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제 자료를 통해 검토된 적은 없다. 그 이유는

약용작물 생산실적 자료가 1997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

직은 한계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약용작물의 생산 특성을 분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배면적 규모를 정하는 의사결정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용작물의 규모에 대한 수확(returns to scale)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약용작물 중 도라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5대 약용작물 중 하나이고, 다른 약용작물에 비해 지역적 편중이 매우 적은 작목이기 때

문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자료를 획득가능하게 하여 지역적 패널자료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약용작물의 대표성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연구방법 및 자료 (Methods and Data)

도라지 생산함수는 기상조건, 종자, 농약, 비료, 토양조건, 기술변화 등의 투입조건에 영

향을 받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들이 모두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기상변수와

시간변수(기술변화 대리변수), 지역더미만을 고려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농가당 재배면적

변수를 추가하여, 농가당 재배면적 계수가 0이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0보다 크면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 0보다 작으면 규

모에 대한 수확감소(decreasing returns to scale)로 판단한다. 식(1)은 도라지 생산함수이

고, 식(2)는 계량분석을 위한 모형이다. 여기서 는 단수, 는 기상조건(기온-temp, 강

수량-prec, 일조시간-sun), 는 시간변수, 는 지역더미, 는 농가당 재배면적이고, 은

지역, 는 시간, 는 지연(lagged)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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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하는 각 연도의 「특용작물생산실적」

이다. 여기서 도라지의 지역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도라지 단수, 재

배면적, 농가수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도라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수를

사용한다.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지역별로 취합한 평균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자료를 활용

한다.

연구결과 (Results)

<표 1>의 (a)모형은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설명변수만을 선택하는 stepwise기법

을 적용한 것이다. 도라지 단수함수에는 여러 기상변수와 모든 지역더미 변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독립변

수로 사용할 수 없는 변수는 제외하는 것이 도라지 단수 예측에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stepwise기법 적용 모형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농가당 재

배면적 변수를 추가하여 계수값 검정을 할 수 있는 (b)모형을 설정하였다.

규모의 경제성 검정 모형(b)의 추정 결과를 보면, 농가당 재배면적 변수의 계수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얻는다. 이는 계수값이 양(positive) 또는 음(negative)

의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라지 재배면적의 규모의 경제성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규모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도라지 재배에 있어서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농가당 재배면적의 규모의 경제성 검정

변수명

(N=105)
(a) stepwise기법 적용 모형 (b) 규모의 경제성 검정 모형

계수 표준오차 t-값 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강원지역 더미 -46506.04 15548.08 -2.99*** -49174.18 17992.44 -2.73***
수확 2년전 평균기온 118.46 35.59 3.33*** 111.89 41.99 2.66***
수확 2년전 일조시간 0.28 0.16 1.75* 0.28 0.16 1.72*

전남지역 더미 -182.31 109.53 -1.66* -183.24 110.08 -1.66*
경북지역 더미 -509.94 92.50 -5.51*** -497.44 101.92 -4.88***

연도 22.63 7.74 2.92*** 24.02 9.05 2.65***
농가당 재배면적 -202.74 678.52 -0.3

F 10.47*** 8.66***
RMSE 324.69 326.19
Adj. R2 0.3128 0.3064

Wald 검정값 0.09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