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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불확실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에서 농가들이 매 계약을

선택하는 요인을 검증하고 험 회피도의 소득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에세이I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선행 연구를 기 로 매 계

약 결정 모형을 세웠다.우선 농가의 매 계약 결정을 세분화하면 계약

을 선택할지 여부와 계약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할지로 구분된다.이

에 종속 변수는 매 선택과 평당 계약 물량이며 두 가지 모형이 각각

검토되었다.주요하게 검토된 요인은 불확실성에 한 태도인 험 회피

도(riskaversion),신뢰(trust),낙 주의(optimism)이다. 험 회피도는

가격 불확실성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고,신뢰는 거래 불확실성을 감수하

겠다는 의지이며,낙 주의는 미래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망하는 태

도이다.세 가지 요인은 계약을 결정할 때 농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확

실성과 련된 태도라고 볼 수 있다.특히 불확실성에 한 태도 간의

계를 검토하기 해서 신뢰와 계약 결정의 계에 해 험 회피도가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 다.농가 설문으로 220개의 측치를 확보하여

분석하 다. 매 선택 요인이 로빗 모형으로 검증되고 평당 계약 물

량 결정 요인이 토빗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령,경력,낙 주의,신뢰는 계약 선택에

향을 주었으며,학력,낙 주의,신뢰, 험 회피도가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었다.50∼60 연령의 농가에 비해 60세 이상 는 50세 이하

의 농가는 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낮았다.사과 재배 경력이 길수록,산

지유통센터를 신뢰할수록, 험 회피 일수록,낙 이지 않을수록,고

등학교 졸업한 학력을 가진 농가가 계약을 선호하 다.자녀 수,다른 농

사 여부,재배 면 은 낙 주의를 통해서 간 으로 계약 결정에 향

을 주었다.자녀 수가 많을수록,다른 농사를 짓지 않을수록,후지 사과

재배 면 이 을수록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신뢰와 평당 계

약 물량의 계를 투입조 험 회피도가 향을 주었다.즉, 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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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 집단에서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지 않았으며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첫째 실무 으로 계약을 선호 하

는 농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연령이 50∼60 이며 사과 재배 경력이

21년 이상인 농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농가,다른

농사를 짓지 않고 후지 재배 면 이 3,400평 이하인 농가들은 계약을 선

호하는 그룹이므로 계약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둘째,계약 홍보의

강조 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매 계약과 도매 시장의 평균 가격을 비

교하기보다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특히

도매시장에서 평균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확률이 제시된다면 낙 이지

않은 태도를 지닌 농가들과 험 회피 인 농가들의 계약이 진될 것이

다.셋째 이론 시사 은 농가가 계약 결정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검토되었다는 이다.특히 거래 비용 이론을 기 로 하는

신뢰와 리인 이론을 기 로 하는 험 회피도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여

산지유통센터에 해 신뢰가 낮음에도 계약을 선택하는 농가와 험을

선호하지만 계약을 선택하는 농가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에세이 II는 기 효용 이론의 기 인 연구로서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경쟁 시장에서 랜덤하게 변하는 가격에 직

면한 농가가 기 효용을 극 화기 해서 자신이 생산한 상품 일부

를 계약 매하는 헷징(hedging)행동으로 험 회피도를 계산하

다.데이터는 충주 거 산지유통센터와 계약한 224농가와 안동 청과

웹페이지에서 얻었다.효용 함수를 가정하기 보다는 다루기 쉬운 평균-

분산 근법을 활용하 다.

분석 결과,사과 생산 농가의 험 회피도 평균은  × ,

표 편차는 ×로 계산되었다.이는 상황을 주고 가격을 선택하

도록 하는 행동 실험방법으로 험 회피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지 서와

김태균(2010))보다 작았다.실제 투입량 결정 행동으로 측정한 연구 결과

와 비교해보면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는 우리나라 한우 비육

농가들보다 낮고(양승룡,2002), 농가보다 높으며(권오상,2002),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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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Sahaetal,1994)와는 비슷한 수 이다. 험 회피도는

농가의 평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감소하 다.이에 우리나라 사과

농가는 소득에 해서 험 회피도가 DARA(Decreasing

AbsoluteRiskAversion)임이 밝 졌다.

연구 결과는 첫째,효용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손쉽게 험 회피도를

산출했다는 ,둘째,실제 헷징 행동으로 험 회피도를 구했다는 ,

셋째,효율 인 인센티 설계하기 한 효용 함수의 라미터를 마련했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을 종합하자면 농가의 불확실성에 한 태도는 계약 결정에

향을 주며,불확실성에 한 태도 에서 가격 변동성 험에 한 회

피도는 평균 소득에 따라서 감소한다.

주요어 : 매 계약, 험 회피도,신뢰,평균-분산 근법,헷징 모형

학 번 :201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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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

농산물은 통 으로 가격 험이 큰 상품이다.농가들은 이러한 험

에 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험 회피 인 농가는 험 립 인

농가에 비해 보유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축해두려는 성향을 가

지므로 동일한 기술 수 을 가지고 있더라도 험 회피 인 농가가 험

립 인 농가에 비해서 게 생산한다(Sandmo,1971).결과 으로 수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험이 시장에서 공 부족을 낳는다

(Chavas,2005).그래서 해외에서는 농산물 험을 완화시키기 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개발되었다. 표 으로 선물(futures),옵션(option),작

물 보험(crop insurance), 매 계약(marketing contract),계약 생산

(contractfarming)등이 있다(RobisonandBarry,1987).

2001년부터 사과 가격 험 리 방안으로서 과실계약출하사업이 도입

되었다.과실계약출하사업은 ·여름에 농가와 산지 유통 주체가 물량과

인도시기를 계약하고 가을 수확기에 가격이 결정되는 매 계약의 형태

이다.2015년 재 과실계약출하사업의 규모는 사과 시장 거래액의 약

9.5%에 머물고 있다(농 앙회,2015).사업 규모는 같은 해에 도입된

생산 험 리 방안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 76.8%와 비교된다(농

림축산식품부,2015). 매 계약인 과실계약출하사업을 확 시키기 해

서는 생산자의 매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계약 연구에서는 농가 특성(KatchovaandMiranda,2004,

이향미와 고종태,2013;Fraser,2005),신뢰(박성 ,2012;정승일,2014;

FischerandHartman,2010;Reynoldsetal,2009), 험(Huethand

Lingon,2002;Andersson,1995,KnoeberandThurman,1995)이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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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신뢰와 험은 계약을 선택하는 농가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련되

어 있다.계약을 선택할 때 농가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하게 될 것

이다. 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불확실성과 계약 이행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두 가지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사례가 보인다.Mayer,Davis,Schoorman(1995)

은 신뢰와 신뢰 선택에 있어서 험의 역할에 해 실증연구를 진행하

다.농업 분야에서도 농가가 계약을 선택하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험의 향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가격 불확실성에 해 농가의 선호도를 측정한 연구들이 있다.가상

상황에서 농가의 험 회피도를 산출하거나(임청룡 외,2015,지 서와

김태균,2012,PenningsandSmidts,2000,Frankenetal,2014),실제

생산량을 가지고 산출하는(Saha and Shumway,1994,권오상,2002,

Bar-Shiraetal,1997,Antle,1989,Saha,1997)연구들이 표 이다.

최근에는 상황 의존 인 험 회피도(Bjorketal,2014,Weberetal,

2002),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험 회피도(Guisoetal,2013)등이 연구

되고 있다.농가의 험 회피도가 어느 상황에나 동일하지 않다는 뜻이

다.따라서 농가의 효용 함수를 기 로 계약을 효율 으로 설계고자 한

다면 험을 헷징(riskhedging)하는 행동을 가지고 험 회피도를 산출

하는 방법은 하다.아울러 농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험 회피도

가 일정한지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 은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무엇인지,

신뢰와 계약 결정의 계를 험 회피도가 조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 은 사과 농가 험 회피도의 소득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 2 문제 제기

이 연구의 목 은 농가의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농가의 험 회피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토하는 것이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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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제를 기 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을 제시하겠다.

첫째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한

다.

① 농가의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특히,

험 회피도가 높은 농가의 경우 신뢰가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

는 정도와 험 회피도가 낮은 농가의 경우 신뢰가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뢰가 계약 선택의 선행 변수인 은 리 연구가 되어 왔고 농가의

가격 험 회피도가 계약 선택을 하게 하는 제라는 것도 리 연구되

어 왔다.그러나 농가의 가격 험에 한 선호가 있을 때 신뢰가 계약

결정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드물다.농가가 실

제 계약을 결정할 때 물 시장(spotmarket)의 가격 험이 어떠할 것

인지를 고려하기도 하고 계약 상 가 기회주의 행동을 할 것인지에

해서도 고려한 후에 계약에 임하게 될 것이므로 가격 험 선호와 거래

상 에 한 신뢰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계약이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한다는 에서

미래 경제 상황에 한 태도가 향을 미친다고 본다.계약 결정에 농가

의 특성이 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계약

을 확 하기 한 방편을 탐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 결정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첫 번

째는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한 선택의 문제이다.두 번째

는 계약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계약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두

가지 의사 결정에 향이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각각 검토한다.

③ 농가의 과 이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계

약을 게 하고 나 에 계약 물량보다 과 납품하게 하는 요인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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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산물 계약의 이행율에 한 논의는 이행율이 낮은 원인에

해 연구를 하 다.비공식 계약을 공식 인 계약으로 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구두 계약을 문서 계약으로 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한

논의가 있어왔다.공식 인 문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이행이 법 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계약 물량보다 게 납품하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패 티를 받게 된다.공식 문서 계약이 정착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납품할 물량보다 게 계약하고 나 에 물 시장의 상황을 보고 더 많

이 납품하는 기회주의 행동이 나타난다.이러한 공식 문서 계약이

정착되고 난 이후의 농가의 기회주의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제기

한다.

③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는 얼마이고 다른 작목과 비교하면 어

느 정도인가?실험 방법으로 측정한 사과 농가와의 험 회

피도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기 효용 이론에서 험 회피도는 의사 결정자의 효용 곡선이 굽어

진 정도를 나타낸다.농가의 효용 곡선의 굽어진 정도는 계약의 효율

인 보상체계를 구성하는데 기 자료가 된다.효용의 굽어진 정도가 클

수록 농가는 험을 양도하는데 높은 가를 지불할 의사가 크고 자신이

생산할 농산물의 많은 부분에서 험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농가가 계

약하는 농산물의 비율을 가지고 헷징모형을 활용하여 험 회피도를 산

출할 것이다.산출된 결과가 실험 인 방법으로 산출된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는 다른 작목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도록 하겠다.

④ 소득이 높은 농가의 험 회피도는 낮은 농가의 그것에 비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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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가의 소득에 따라서 험 회피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하겠다.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험 회피도가 감소(DARA)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사과 농가에도 용되는지 검토할 것

이다.

제 3 연구 상

1.사과의 산지유통 황

(1)사과 생산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과 생산액은 9,360억 원이며,사과 농가는 31,620

가구이고 재배 면 은 31,620ha이다(통계청,2014).사과는 과일 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사과는 연평균 8∼11℃의 비교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된다.<그림 1>과 같이 가장 재배 면 이 넓은 지역이 경

상북도이고 다음으로 충청북도,경상남도,충청남도의 순으로 재배 면

이 넓다. 체 재배지의 59%가 경북 지역에 있으므로 경북 지역에 사과

재배지가 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014년 지역별 사과 재배 면

*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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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사과 매 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와

같이 사과 매를 통해서 3∼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8,039가

구이고 다음으로는 1∼2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가 7,193가구,2∼3

천만 원이 수입을 올리는 가구가 6,896가구이다.2014년 농업 평균 소득

이 1,03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다른 작목에 비해 수입이 높은 편이다(통

계청 2014).

<그림 2>사과 매 액별 농가 수

*출처 :통계청(2014)

농가의 재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와 같이

재배 면 별로는 1∼1.5ha를 재배하는 농가가 7,960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7∼1ha를 재배하는 농가가 5,722가구,1.5∼2ha를 재배하는

농가가 5,436가구이다.

<그림 3>재배면 별 농가 수

*출처 :통계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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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품종별로 출하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과 같

이 조· 생종은 7∼10월에 출하되며 만생종은 10월 말부터 출하된다.

표 인 조생종 사과는 아오리이며 생종 사과는 사과 홍로,시나노 스

트,요까 등은 9∼10월에 출하된다.만생종인 후지는 10월 20일부터 11

월 20일 사이에 수확된다. 장된 후지는 다음해 여름까지 시장에 출하

된다.후지 사과는 체 사과 품종 에서 75%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험이 어서 매 계약의 상이 되고

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월

아오리

양 ,홍로

후지

<표 1>품종별 시장 출하 시기

*출처 :경북능 조합 웹페이지

(2)사과의 산지 유통

농가가 사과를 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통 경로는 다음과 같다.

농가는 산지유통인(vendor),농 산지유통센터에게 매하거나 도매시

장 는 공 장에서 매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를 한다. 국에서 산지

유통인이 취 하는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지만, 농조합이 물류

센터를 운 하면서 농가와 체계 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운송 수단

만 보유한 세한 수집상인 경우도 있다.운송 수단만을 보유한 수집상

은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포 는 창고 단 로 사과를 구매한다.사

과 선별이 가능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농조합은 포 는 창고

단 로 사과를 구매할 수도 있고 품 별 고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

다.농 산지유통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과실계약출하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농 산지유통센터는 수확기 에 농가와 매 계약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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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리 물량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을 포 창고 단 로 구매

하거나 품 별 고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에서 사과를 취 하

는 산지유통센터는 72개소이다.그 에서 농 이 운 하는 경우는 50개

소이므로 나머지 22개소 정도를 농조합법인이 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와 같이 매출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거 산지유통센터

에서 사과를 취 하는 매소는 9개소이다.경북 지역에 3개소,충북

지역에 3개소,경기,경남, 북,충북 지역에 각각 1개소가 운 되고 있

다.

도 시·군 운 주체 취 품목

경기 안성 안성과수농 배,사과,블루베리

경남 거창 농업회사법인㈜NH유통 사과,마늘

경북 문경 구경북능 농 (문경지 ) 사과

경북 주 구경북능 농 ( 주지 ) 사과

경북 의성 새의성농 사과

북 장수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사과

충북 충주 충북원 농 복숭아,사과,배

충남 아산 아산원 농 배,사과

충남 산 산능 농 사과,배

<표 2>사과를 취 하는 거 산지유통센터 황

*출처 :aT센터 웹페이지

농 이 운 하는 공 장과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도매시장은

경매를 통해 사과를 매하도록 한다.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이 농가로부

터 의뢰받은 농산물을 경매에 상장하면 도매인들 간의 경매를 통해 가

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 된다.매일 사과 무게 등 별로 낙찰 가격

이 결정되며 공 장 는 도매시장 웹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게시된다.

국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이며 사과 거래량이 가장 많

은 곳은 안동 도매시장과 서울 가락시장이다.이 두 곳의 거래량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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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거래량의 50%를 차지한다.안동 도매시장이 사과 주산지인 경

북에 치하 으므로 안동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서울 가락시장 보다 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연합뉴스,2015.1.15.).

농가가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해서 자상거래, 지 는 고속도

로 직 장,5일장 는 머스 마켓을 활용한다. 자상거래가 확 되면

서 농산물의 자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농가들이 직 인터넷 쇼핑몰

을 운 하거나 지마켓,인터 크 등 e-마켓 이스를 활용하여 매하

기도 한다.최근에는 로컬푸드 운동의 향으로 머스 마켓 는 5일장

을 통해 매가 늘고 있기도 하다.

산지유통인 농 의 산지유통센터가 사과의 포장·선별 는 운송까

지 처리한다.반면 농가가 소비자와 직거래하거나 도매시장으로 매할

때는 직 사과를 포장하고 선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투입이 증가하는 만큼 산지 유통인 는 농 의 산지유통센터와 거래하

는 것보다 수취 가격이 높다.

(3)과실계약출하사업

이 연구의 상인 후지 사과 매 계약은 구체 으로 정부가 시행하

고 있는 과실계약출하사업이다.이 사업은 정부가 출하조 을 통해서 가

격 안정성에 향을 주겠다는 취지를 가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

앙회가 시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국 으로 비슷한 계약 조건을 가

지고 산지유통센터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구 상으로 하다.

<표 3>과 같이 사업비 연간 1500억 원 에서 80%를 정부가 부담하

고 나머지 20%를 농 앙회가 부담한다. 재 사업 상 품목은 사과와

배이다.사과 계약 물량이 연간 물량 50만톤,계약액 994억 원이다.이

액은 연간 사과 거래량의 9.5%에 해당한다. 매 계약의 상 품종은

후지이며 계약 당사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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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계획 2014년 실

물 량 액 물량 액 생산량 유비

사과 50천톤 800억원 45천톤 994억원 475천톤 9.5%

배 50천톤 700억원 46천톤 801억원 303천톤 15.2%

계 100천톤 1,500억원 91천톤 1,795억원 778천톤 11.7%

<표 3>과실 계약 출하 사업 규모

*출처 :2015년 과실 계약출하 사업 업무편람

계약 기간이년이고 시 가격의 30∼80%를 농가가 계약 으로 받을

수 있다.농가가 계약 물량의 80% 이상을 납품하 을 때 계약 이행으로

간주된다.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가는 농 산지유통센터에게 원

과 이자를 물어내야 하며 다음 해 계약 참여를 제재 받는다(농 앙회,

2015)

2.계약 연구

(1)계약의 유형

① 생산 계약과 매 계약

계약과 동시에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물 시장(spot

market)이라고 한다.실제 도매시장에서는 경매로 낙찰이 된 날 바로 농

산물이 인도된다.계약 시 과 상품 인도 시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선도 거래(forwardcontract)라고 한다(강태훈,2004).선도 거래가 체계

제도로 발 한 형태가 선물 시장(futuresmarket)이다.선도 거래는

다시 계약 시 과 상품 인도 시 간 차이에 따라서 매 계약과 생산

계약으로 나 수 있다.미국 농무성의 농업 자원 리 조사(ARMS,

AgriculturalResourceManagementSurvey)에서 사용하는 생산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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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산 계약은 계약자(contractor)가 생산자(producer)에게 생산한 작물,

가축 는 가 류에 해 지불할 조건과 비용을 정한 구두 는 문서로

쓰여진 합의를 말한다.생산자가 소유하지 않는 작물,가축 는 가 류

를 생산한다.”

“ 매 계약은 작물 수확 는 가축 생산 단계를 완료하기 에

가격 는 가격 공식 그리고 상품에 한 매에 해 정한 구두 는

문서로 쓰여진 합의를 말한다.”(2015ARMS,SectionFandSectionE)

의 정의에 기 하여 생각해 보면 생산 계약은 계약자가 필요량을

생산자에게 주문 생산하는 형태이고 매 계약은 생산자가 매량을 미

리 계약하는 형태이다.농산물을 소싱하여 공장을 정기 으로 운 해야

하는 계약자는 농가와 생산 계약에 가까운 형태의 계약을 한다.반면

장이 가능한 품목을 취 하는 계약자는 농가와 매 계약에 가까운 형태

의 계약을 하게 된다. 를 들어 미국에서도 토마토 가공업자 는 가

류 가공업자는 제조 공장을 운 하므로 이들은 농가의 출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이들은 농가에게 특정한 품질의 상품을 계약된 물량만큼

정확한 시간에 입고되길 요청한다.반면 상품 특성상 장할 수 있는 곡

물을 취 하는 업자 는 우유 가공을 하는 업자의 공장은 유연하게 운

된다.이들은 농가에게 선도 가격 계약(forwardpricecontract)을 제공

하면서 게 농가와 선물 시장 사이에서 간상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Hueth,LigonandDimitri,2007).

정리하면 <표 4>와 같이 생산 계약과 매 계약의 특징이 나타난다.

생산 계약이 재배 기에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상품의 품 ,가

격,재배 리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품질 농산물 보다 고품질 농산물

을 생산 계약하는 경우에 재배 리 방식이 계약 조항에 포함되기도 한

다(Goodhueetal,2003).생산 계약이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험와 시장의 가격 험을 계약자와 생산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다.생산 계약은 품질을 균일하게 리하기 해서 투입재를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한다.양계 산업에서는 계약자가 생산자에게 사료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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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 계약

(productioncontract)

매 계약

(marketingcontract)

계약 시기 재배 기 수확기 이

계약 내용

(provisions)

물량,상품 인도 시기,가격,

품 ,재배 리 방식
물량,상품 인도 시기,(가격)

험

(risk)
생산 험,시장 가격 험 시장 가격 험

투입재 통제

(inputcontrol)
있음 없음

시

양계 생산 계약,

생활 동조합의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

양돈 매 계약,

과실계약출하사업,

일반 채소 계약 재배,

포 매매

<표 4>생산 계약과 매 계약의 비교

으로 제공하고 생산 성과와 비교하여 보상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Goodhue,2000).

매 계약은 생산 계약에 비해 계약 내용이 많지 않다.물량과 인도

시기만 미리 계약하고 가격조차 상품을 인도하기 에 결정되기도 한다

(KatchovaandMiranda,2004).농가는 매 계약을 통해서 계약 시기와

상품 인도 시기의 차이 기간 동안 시장 가격의 변동성인 시장 가격 험

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계약자가 농가의 투입재를 통제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출처 : 찬곤 외 2011, 태석 2009,JangandOlsen(2010)

이 연구의 상이 되는 과실계약출하사업은 재배 리 방식에 한 계

약 조건이 없고,투입재를 통제하지 않으며,개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

고 수확기 이 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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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험공유 계약과 고정 가격 계약

험공유 계약과 고정 가격 계약 선택에 한 연구는 주인과 리인

의 이익 배분 연구에서 시작되었다(Cheung,1969,Stiglitz,1974).주인이

리인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시장 험으로부터 얼마

만큼 리인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험공유 계약은 매 후 유통인과 농가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나 는 방식이다.상품에 한 농가의 소유권이 소매상

(retailer)에게 넘겨지기 까지 유지된다.따라서 농가는 유통인이 소매

상에게 매한 이후 발생한 이윤에 한 잔여재산 청구권(residual

climancy)에 기 하여 수익을 분배 받게 된다(LaffontandMartimort,

2009).농가는 시장의 가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시장의 험

을 유통인과 공유할 수 있는 반면,농가는 유통인이 자신의 상품을 매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다수의 농가가 하나

의 유통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통인에 한 지배권을 행사가

있다.농가가 유통인 회사의 주주이거나 유통인이 동조합일 때 효과

인 통제가 가능하다.

고정 가격 계약은 유통인이 정해진 가격으로 농가로부터 상품을 구매

하는 방식이다.농가가 유통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 에 상품에 한

소유권이 농가로부터 유통인에게 양도된다.농가는 유통인이 자신의 노

력을 얼마나 투여하는지에 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계약 가격이

고정되므로 변동하는 시장 가격의 험으로부터 농가는 보호받을 수 있

다.완 한 험 보호 때문에 농가가 도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농

가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해서 품질 선별을 해서 등 별로 차등

가격이 제시되는 구간 선형 계약(piecewiselinearcontract)이 활용된다.

험공유 계약과 고정 가격 계약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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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공유 계약

(risk-sharingcontract)

고정 가격 계약

(fixedwagecontract)

농 거래 방식 수탁 방식 매취 방식

가격 결정

상품 매 후 농가와

유통인이 일정한 비율로

나눔

상품 출하 에 결정

장
시장 가격 험을 유통인과

생산자가 공유함
농가의 험보장 수단

단 유통인의 도덕 해이 농가의 도덕 해이

보완방법

농가가 유통인을 감시할 수

있는 동조합에서 운용

가능

품질 등 별 차등 가격 제시

piecewiselinearcontract

<표 5> 험공유 계약과 고정가격 계약 비교

*출처 :AllenandLueck,1992,HuethandLigon,2002,농 앙회

업무편람 참고하여 재구성

이 연구 상인 과실계약출하사업의 계약 방식은 사과 등 별 가격을

결정하므로 고정 가격 계약 에서도 구간 선형 계약에 해당한다.

3.기 효용 이론

가격이 확실할 때의 의사 결정과 불확실할 때의 의사 결정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사 결정자의 효용은 다르다.불확실한 가격에 응한 행

자의 의사 결정을 설명하기 한 이론이 의사 결정 이론(decision

theory)이다.의사 결정 문제는 결정자의 선택의 결과가 확률 상태

(stochastic state)로 주어진다는 데서 발생한다(Robison and B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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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만약,확률 인 상태에 상 방의 의사 결정이 향을 미치는 상태

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면 게임이론(gametheory)이 용될 수 있으며,

이 에서도 상 방과의 정보 비 칭성을 다룬다면 주인 리인

(principal-agenttheory)이론이 용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가격의

확률 상태인 험만을 농가 의사 결정 문제가 있는 환경으로 간주한

다.

이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 한 의사 결정에 기 하여 험에 한 선

호를 별하게 된다. 기 효용 이론은 1944년 Von

Neumann-Morganstern이 “Theoryofgameandeconomicbehavior”를

발표하면서 정립되었다.의사 결정자는 험에 한 선호(preference)를

가지며 기 효용을 극 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기 효용의 결과는

확률분포의 기 하에 움직인다. 험을 거래하는 시장은 효용곡선이 결

과에 해 볼록(concave)함수이기 때문에 발생한다.의사 결정자는 불

확실한 기 가치를 확실한 가치로 변환하는데 드는 비용의 차이를 험

비용으로 지불할 의사를 가진다.이것은 의사 결정자가 얼마나 험을

피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험의 확률분포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이 연구에서는 농가의 험선호와 확실한 가격을 제시

하는 매 계약을 선택하는 행동 간의 계를 보고자 한다.

제 4 논문의 구성

과실출하계약사업은 고정 가격의 매 계약이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요인을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다.거래이므로 산지유통센터에 한 신뢰

가 농가의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고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피하고 싶

은 농가가 계약을 선호하고,수확기 에 계약하기 때문에 수확기 경제

상황을 낙 하지 않는 농가가 계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그 에서

시장 가격의 험을 산지유통센터에 넘기는 양을 가지고 사과 농가의 효

용 곡선의 라미터인 험 회피도를 구할 수 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에세이 I은 계약 선택,평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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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물량, 과 이행율을 종속 변수로 두었다.데이터는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었다.계약 선택 모형은 로빗 모형으로 분석하며 평당 계약

물량 모형과 과 이행율 모형은 토빗 모형으로 분석할 것이다.이 연구

를 통해서 사과 계약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농가의 계약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될 수 있다.에세이 II는 농가 소득이 높은 덜 험 회

피 인지 알아보고자 한다.기 효용 이론에 따라서 농가가 사과를

매한 소득에 한 기 효용을 극 화하는 행동을 모형화 한다.고려되

는 변수로는 시장 가격,계약 가격,계약 물량, 체 매 물량이다.데이

터는 농 산지유통센터 정보시스템과 도매시장 도매법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얻었다.

구분 에세이I 에세이II

이 론 기 효용 이론

목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신뢰와 계약 선택

계에서 험 회피도의 역할

소득에 따른 생산자들의 험

회피도 변화

종속변수
계약 선택,평당 계약 물량,

과 이행율
기 효용

변 수
험 회피도,신뢰,낙 주의,

농가 특성

시장 가격,계약 가격,

계약 납품 물량,농가의 총

생산 물량

<표 6>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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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에세이 I:

신뢰와 매 계약 결정 계에 한 험

태도의 조 효과

제 1 서 론

정부는 2001년부터 사과,배 등 주요 과일 품목을 상으로 과실계약

출하사업을 시작하 다.2014년 사과 시장 거래량의 9.5%에 해당하는 약

900억원 규모가 이 사업으로 계약 거래 되었다.계약 거래량을 늘리기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연구는 기 효용 이론을 바탕으로 고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매

계약을 선택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기

존 연구에서는 매 계약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농가의 특성 농특성

을 검토하 으며(KatchovaandMiranda,2004)다른 매 경로와 경합

하는지(이향미와 고종태,2013)를 검토하 다. 한 품목별로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박성 ,2012).최근 연구에서는 험 태도를 설

문 는 실험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발달하고 있다(Franken etal,

2014,PenningsandSmidts,2014,Smidts,1997).이 게 측정된 험태

도는 다른 변수와의 조 효과가 있는지 는 농가의 의사 결정의 단계를

세분화 했을 때 어느 지 에서 결정 인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험태도를 설문으로 측정해 보고 장기 계

에서 비롯된 상 방에 한 신뢰가 매 계약 선택과 험 태도를 조

하는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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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론 배경

1.계약 결정의 선행 변수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 7>과 같이 농가의 인구통계

특성, 농 특성, 험 분산 수단, 계 특성으로 나 수 있다.인구

통계 특성은 농가의 연령과 교육 수 이 계약 선호에 향을 미치는지

고려되었다.연령과 교육 수 이 높을수록 매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향미와 고종태,2012,). 농 특성은 단작 여부와 다른 농외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었다(KachovaandMiranda,2004). 험

분산 수단으로서 매 계약과 체 계에 있는 매 경로는 포 매매

(forward contract)와 선물시장(future market)인 것으로 나타났다

(KachovaandMiranda,2004,이향미와 고종태,2012)).옵션 상품은

매 계약과 체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최근에는 작물 보험 가입 여부

가 매 계약 선택에 향을 다는 연구가 있다(Duetal,2015). 계

특성인 신뢰가 계약 선호를 조 하기도 하고(박성 ,2012),직 인

향을 주기도 한다(정승일 외,2014,Reynoldsetal,2009,Fischerand

Hartman,2010)

구분 변수 참고문헌

인구 통계

특성
연령(+),교육(+)

KachovaandMiranda(2004),

이향미와 고종태(2012),

Fraser(2005)

농 특성

단작(+), 업농(+)

부채/자산 비율(+),경력(+),

재배면 (+)

KachovaandMiranda(2004)

이향미와 고종태(2012)

Roeetal(2004)

험분산 수단
선물(+),옵션(0),

작물보험(-),포 매매(-)

KachovaandMiranda(2004),

이향미와 고종태(2012)

계 특성 신뢰(+)

박성 (2012),정승일 외(2014)

Reynoldsetal(2009)

FischerandHartman(2010)

<표 7>계약 선택의 주요 선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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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ova와 Miranda(2004)는 매 계약 결정과 계약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 다. 매 계약 결정은 로빗 모형(probitmodel)

으로 분석하 으며, 매 계약량 결정은 토빗 모형(tobitmodel)과 단

회귀(truncatedregression)로 분석하 다.연구 상은 옥수수 2,662농가,

콩 2,829농가, 2,192농가이다.단작여부,총소득,자산 부채 비율,

옵션,선물 시장,작물 보험 등 험 분산 수단의 활용 여부,고정 가격

투입재 활용여부,자조 ,육류 는 운하로 운송하는지 여부, 매 계획

을 세우는지 는 자문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매 계약 결정요인으로

검토하 다.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매 계약 비율이 높았다.자산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매 계약을 선호하는 작목은 옥수수이다. 매

계약을 선호하는 농가가 개 선호하는 험 분산 수단은 옵션이나 작물

보험이 아니라 선물시장인 것으로 나타났고, 매 계획을 세우고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미와 고종태(2013)는 우리나라 배추 재배 농가가 상인과 포 매매

를 선택과 농 과의 계약재배 선택 요인을 검토하 다.변수는 거래기간,

교육,연령,재배면 ,부채유무,작목반 가입여부 등이 고려되었으며 포

매매의 장 으로 안정 인 로확보,목돈마련,수집상으로부터 신용

출, 량 물량 처리 등이 검토되었으며,계약재배의 장 으로 계약 단가

고정,안정 인 로 확보,계약 선도 ,상인과 거래하기 싫음 등을 검

토하 다.분석 방법은 이변량 로빗 모형이다.이 연구의 발견은 농

이 시행하는 계약 재배와 상인과 거래하는 포 매매가 서로 체 계가

있다고 실증하 다는 이다. 농교육,작목반 가입 등 농 이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할수록 계약재배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과 재배 면

이 클수록 포 매매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이것은 농 과 계 활

동을 많이 할수록 농 에 납품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신뢰가 농 에 납품하는 비율에 주는 향을 검토한 박성 (2012)의 연

구와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박성 (2012)는 건고추와 양돈 생산 농가가 농 과 거래하는 요인에

해 검토하 다.건고추 생산 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농 에 높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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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납품하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며 신뢰가 없더라도 오히려 생산규

모가 크면 농 에 납품하는 비율이 높았다.건고추 농가보다 양돈 농가

들이 더 높은 비율을 납품하고 있다.양돈 농가의 경우에도 규모가 작고

신뢰도가 높으면 납품 비율이 높았다.그러나 신뢰의 조 효과 없이 규

모만이 납품 비율에 향을 주지 않았다.

2.불확실성에 한 태도

농가가 사과 가격이 결정되는 출하 시 보다 앞선 시 에서 계약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려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세 가지로 나 었다.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다.두 번째는 거래 상 방이 취하는 기

회주의 행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험이다.세 번째는 미래 경제 상황

이 좋을지 는 나쁠지에 해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다.시장 가격

변동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농가의 태도를 험 회피도라고 하며,거래

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신뢰,미래 경제 상황이 좋을 것이라고 하

는 태도를 낙 주의라고 하겠다.다음으로 각각의 태도에 한 이론

배경을 논의하겠다.

(1)신뢰

비공식 인 계약뿐만 아니라 공식 인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도 계약

자 간의 신뢰가 계약 결정에 선행하게 마련이다(FisherandHartman,

2010,MorganandHunt,1994).첫째 이유는 계약이 그 자체로 불완

하기 때문이다.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계약 조항에 언 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계약에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계약 이행을 강제

하자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계약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커질

것이다.따라서 계약 외 인 요소인 상 방의 선의 는 그 선의에 한

믿음인 신뢰가 계약의 선행 요인이 된다.둘째 이유는 신뢰는 상 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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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한 기 이기 때문이다(JamesandHarvey,2002). 를 들어 구

매자와 공 자의 계를 생각해보자.구매자는 공 자가 특정한 품질의

제품을 시간에 맞추어 공 할 수 있다고 믿는다.그러나 이것은 오직 공

자가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는 의미

는 아니다.공 자의 행동이 그러할 것이라고 기 하기 해서는 공 자

에 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신뢰에 향을 미치는 공 자에 한 평가

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Schoormanetal.,2007).그러한 공 자가 그러

한 행동을 할 만한 능력(ability)이 있는지,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성

(integrity)이 있는지,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강한 열망으로 가

득한 박애(benevolence)가 있는지가 구매자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공

자의 능력과 진실성은 비교 짧은 시간 동안에 알아낼 수 있지만 박

애를 알아내기 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그리고 이러한 기 는 호

혜 이지 않다.신뢰를 받는 측이 반드시 상 방을 신뢰한다고 실증 으

로 그 지 않다.

신뢰가 만들어지는 계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Chiles and

McMackin,1996).첫째,신뢰는 사회 규범(socialnorm)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 차원에서 사회 규범은 공유된 기 를 낳는다. 를

들어 호혜성의 규범,의무와 력의 규범,공정성의 규범 속에서 신뢰가

규범으로 작동한다.도덕 의무를 지키는 것을 스럽게 여기는 사회

규범은 기회주의 행동을 제약하고 신뢰를 양산한다.둘째,신뢰는

사회 착근성(socialembeddedness)으로 해석될 수 있다.경제 거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인 계를 가진 결과로 만들어진다.개인 인 의

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회주의 행동을 제약하고 만든다.셋째는

합리 경제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것은 이기 인 행 자가 반복

인 죄수의 딜 마 게임에서 선택하게 된다.단기 인 기회주의와 거리를

두고 이익을 산정한 결과 신뢰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

문이다.이 연구에서 계약 결정에 선행하는 신뢰는 합리 경제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계약을 통해 자신의 효

용을 높이고자 하는 농가의 기 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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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정의는 “상 방이 단기간의 이익을 얻기 해 기회주의를 하

지 않을 것이라는 기 ”이다(ChilesandMcMackin,1996).신뢰는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 방의 기회주의 행동에 한 험을 감수하

겠다는 의지가 된다. 험 회피도가 높아지면 상 방에 한 신뢰도가

높아지는지는 실증 으로 기각되었다(EckelandWilson,2004). 험 회

피도가 높아지면 신뢰가 이러한 가운데 인지된 험은 신뢰와 험 감수

하는 행동 간의 계를 조 하는 역할을 한다.신뢰가 험을 감수하려

는 의지가 되기도 한다. 험은 험 태도와 경제 행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라고 증명되었다.

농가가 험을 피하려는 태도가 강하더라도 상 방을 신뢰하지 않으

면 다른 험 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농가가 계약하는

물량 안에는 험 태도와 련한 성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 방에

한 신뢰가 있으므로 맺고자 험 회피도가 낮더라도 농 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계약 물량을 늘릴 수 있다.

(2) 험 회피도

험이 농장 수 의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친다(JustandZilberman,

1983).투입량 결정,생산량 결정, 매처 결정 등 등 과정에 걸쳐 농

장 경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친다.의사 결정 이론에서 험이 외생

변수라면 험 태도는 내생 변수라고 볼 수 있다.실증 으로도 험이

높은 상황에서 농가들이 지 계약보다 험 공유 계약을 선호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AllenandLueck,1992,AllenandLueck,1999). 험은 기

가치를 기 으로 손실과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해서만 의사 결정자는 험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험 자체를 지각된 손실에 한 주 성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YatesandStone,1992).

통 인 의사 결정 이론에 기 한 험 회피도는 의사 결정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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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수의 굽어진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험에 해 립 인 사람(risk

neutral)은 불확실한 이윤 망과 확실한 이윤 간의 차이가 없다고 여긴

다.부(wealth)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 효용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험 회피자(riskaversion)는 부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사람이다.변동하는 이윤보다 확실한 이윤을 더욱 선호한다.반 로 험

추구자(risklover)는 부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 효용이 증가한다.확실한

이윤보다 변동하는 이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다.따라서 이들은

신 인 기술에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FellnerandMaciejovsky,

2007).

최근에는 심리통계 근법으로 험 회피도를 연구한 사례가 늘고

있다.의사 결정자는 두 가지 안을 두고 하나의 안은 다른 하나의

안에 비해 험하다고 인지한다.이것을 Weber와 Bottom(1989)는 선

택 행동의 험 지각과 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각된 험 태도

(perceivedriskattitude)라고 명명하 다.행동 실험을 한 결과 의사 결

정자는 일 되게(consistency)28개의 복권짝을 더 험하거나 덜 험

하다고 여겼다.좋은 결과가 나온 복권에 한 험 태도와 안 좋은 결

과가 나온 복권에 한 험태도는 서로 비교될 수 있었다.측정하는 연

구가 늘고 있다.Smidts(1997)는 험을 이고자 하는 행동과 련 있

는 측정 척도를 발견하 다.그는 경제 행 에 해 상할 수 있는

복권(lottery)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실험을 반복 으로 시행하여

험을 측정하 다.Pennings와 Smidts(2000)는 험 회피도를 측정하기

하여 실험 인 방법과 설문지를 제시하여 답하게 하는 방법을 비교하

다.실험 인 방법은 25∼30분 동안 확률 인 가격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고정 가격을 고르도록 하여 기 효용이 산출된 결과로 험 회피

도를 계산한다. 의 방법은 상당히 험 행동에 한 측력이 높았다.

시간 공간 인 한계로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설문을

활용할 수 있다.Franken외(2014)은 설문으로 험 회피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험 회피도가 어느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WeberandMilliman,1997,Weberetal,2002).따라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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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계약과 련한 험 회피도 측정 설문 개발이 필요하다.

(3)낙 주의

태생 인 낙 주의(dispositionaloptimism)는 “미래 사건에 한 일반

화된 정 인 기 ”를 말한다(ScheierandCarver,1985).낙 주의는

다양한 선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낙 주의 인 사람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며 은퇴를 늦게 하려고 하고,이혼했을 경우에 재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낙 주의는 포트폴리오 선택에도 향을 미치는데,

개인의 자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며,소비보다

축을 선호한다.낙 주의는 개인이 인생을 망하는 핵심에 놓여 있는

심리 특성이다(BarberandOdean,2000).그러나 낙 주의를 계약 선

택의 요인으로 본 연구가 아직 없다.계약이 미래의 경제 상황에 한

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낙 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Puri와 Robinson(2006)이 개발한 기

수명 측정오류(lifeexpectancymiscalibration)가 활용될 수 있다.이 척

도는 공식 심리 낙 주의 테스트(LOT-R)와 매우 높은 통계 계가

있었다.기 수명 측정오류는 “(기 수명 – 실제수명)/실제 수명”으로

측정함.Puri와 Robinson(2007)은 기 수명 오해가 낙 주의 측정도구로

서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 . 소비자 융조사(SCF, Survey of

ConsumerFinance)데이터를 가지고 기 수명 오해가 경제 선택에도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 다.낙 주의와 험 감수(risktaking)은 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의 불확실함보다 재의 확실함 선호하는

험 회피 인 농가가 계약을 선호한다면,낙 주의도 충분히 계약 선택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낙 주의 인 농가는 미래 사과 가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망하기 때문에 계약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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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방법

1.농가의 매 의사 결정

농가는 일련의 사과 매와 련한 의사 결정 과정 에 매 계약

결정을 하게 된다.<그림 4>와 같이 4∼7월에 농가가 사과나무의 꽃과

열매를 솎아 내면 략 인 상품 품 와 물량을 측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산지유통센터와 출하 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계약하기로 결정

하 다면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 물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수확기가 되면 계약한 농가는 계약 물량만큼 산지유통센터에 납품

하거나 계약 물량 보다 많이 납품할 수도 있다.반 로 농 과 계약하지

않은 농가들도 농 산지유통센터 납품할 수 있으며 계약하지 않았기 때

문에 다른 유통경로로 팔 수 있다.수확기에 매하지 않은 사과를 장

하 다가 사과 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설명 인 2월에 매할 수도 있으

며 에 매할 수도 있다.

<그림 4>농가의 매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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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지유통센터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외의 물량을 납품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보다 은

물량이 계약 되어 있을 때에만 계약 이외의 물량을 받을 것이다.따라서

수확기에 와서 농가가 산지유통센터에 계약하지 않은 물량을 매하고자

한다면 여 히 산지유통센터와 상을 해야 하는 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수확기에 산지유통센터가 계약하지 않은 물량을 농

가로부터 사들이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계약 선택을 하는 것이 험 회

피도,산지유통센터에 한 신뢰,낙 인 태도, 농 특성 등 여러 가

지 요인들과 련이 있을 것이다.

계약과 련한 매 의사 결정을 두 가지로 나 어 분석하 다.첫 번

째는 계약 결정 모형이고 두 번째는 이행 결정 모형이다.계약 결정 모

형을 통해서 농가가 계약에 참여하고 물량을 계약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

고 이행 결정 모형을 통해서 계약을 게 하고 나 에 추가 으로 납품

하는 행동을 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2.계약 결정 모형

계약 결정은 계약 선택과 평당 계약 물량 결정이라는 두 가지 종속

변수로 나 어 검토할 것이다.Kachova와 Miranda(2004)의 연구와 같이

계약 결정이란 계약을 할 것인지에 한 선택이며 계약을 하더라도 자신

이 매할 수 있는 물량의 얼마의 비율로 할 것인지에 한 결정이기 때

문이다.그러나 농가의 생산량은 계약 결정이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이므

로 농가가 계약을 결정할 때는 재배시기에 결정하는 재배 면 을 기 으

로 계약 물량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하다.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가의 특성과 산지유통센터에

한 신뢰를 검토하고자 한다.그리고 계약 결정에 한 신뢰의 향에

한 험 회피도의 조 효과를 검토한다.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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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계약 결정 모형1

<그림 6>계약 결정 모형2

(1)농가 특성과 계약 결정의 계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의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

인 에서 농가의 특성은 통제 변수이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농가

의 연령은 기 인 변수이다.연령이 낮을수록 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며 험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따라서 연령이 계약 결정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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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다.Kachova와 Miranda(2004)가 콩,옥수수, 농가를

상으로 선호한 결과 콩 농가는 연령이 높을수록 매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산 물량 에서 계약 물량의 비율에 연령이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옥수수, 농가의 연령은 계약 결정

에 향을 주지 않았다.박성 (2012)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고추 농가의

연령이 계약 결정에 향을 주지 않은 반면 양돈 농가의 연령은 계약 결

정에 향을 주지 않았다.작물에 따라서 연령이 향을 주기도 하고 주

지 않기도 하 다.사과 농가의 연령은 계약 결정에 향을 것이라고

여기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농가의 연령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농가의 연령은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구의 자녀 수가 재정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가구

부채 추정에서 가구원수와 혼인한 자녀여부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우 ,김 정,2009).농가 부채 연구(손형섭,2007)에서도 자녀

의 교육비로 부채 비율은 7%이다.계약 결정과 계약 결정의 계가 연

구된 은 없지만 자녀 수가 재정 결정에 향을 재정 의사 결정의

하나인 계약 결정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녀 수가 많은 가구

는 재정 험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진다.마찬가지로 농가

는 경 체이면서 가구의 성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자녀 수가 계약 결정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농가의 자녀 수는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2:농가의 자녀 수는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Kachova와 Miranda(2004)가 콩,옥수수, 농가를 상으로 선호한

결과 콩 농가는 경력이 높을수록 매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생산 물량 에서 계약 물량의 비율에 경력이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농가의 경력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농가의 경력은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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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ova와 Miranda(2004)가 콩,옥수수, 농가를 상으로 선호한

결과 옥수수, 농가는 학력이 높을수록 매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산 물량 에서 계약 물량의 비율에 학력이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4:농가의 학력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농가의 학력은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소득을 다각화 하게 되면 험의 분산 효과를 얻게 된다.농외소득을

얻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있는 농가에 비해 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의지

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농외소득은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5:　농외소득이 있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에 비해 평당 계

약 물량이 많을(+)것이다.

가설 2-5:농외소득이 있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에 비해 매 계

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것이다.

Kachova와 Miranda(2004)가 옥수수, 농가를 상으로 선호한 결과

단작을 할수록 매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작을 하는 농

가가 다른 농사를 하는 경우보다 생산 물량 에서 계약 물량의 비율이

높았다.농사 작물을 다각화하여 재배한다는 것은 험 분산 효과를 얻

게 된다.사과 농사 이외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험 분산을 선호하는

농가일수도 있다.그래서 다른 농사를 짓는지 여부가 계약 결정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사과 이외의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는 짓지 않는 농가에 평당

계약 물량이 을(-)것이다.

가설 2-6:　사과 이외의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는 짓지 않는 농가에 비해

매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을(+)것이다.

재배 면 은 농가의 규모를 표할 수 있다.이향미와 고종태(2012)는

배추 농가를 조사하면서 재배 면 이 넓을수록 산지유통인과의 포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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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지만 농 과의 계약 재배 선택에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 (2012)는 고추농가를 조사하여 재배 면 이 넓을수록

농 과의 계약 이행율이 감소하 다.사과의 경우는 재배 면 이 넓으면

생산량이 많아 질 것이고 그 다 보면 감당해야 할 험이 커지게 되므

로 재배 면 이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농가의 후지 사과 재배면 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농가의 후지 사과 재배면 은 매 계약 선택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낙 주의와 계약 결정의 계

낙 인 태도는 경제 인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친다.Puri와

Robinson(2007)은 험에 해 회피 인 사람이 낙 주의 태도에 해

부(-)의 향을 다고 한다.농가가 낙 인 태도를 가졌다면 미래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여기므로 수확기 에 매 의사 결정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농가의 낙 주의 태도는 의사 결

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농가의 낙 주의 태도는 평당 계약 물량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8:농가의 낙 주의 태도는 매 계약 선택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신뢰와 계약 결정의 계

유통 련 연구들에서 신뢰가 상 방의 행동을 정 으로 해석하게

하므로 수직 연계와 같이 요한 변수임이 밝 지고 있다(Fischerel

al,2009). 계 리의 요한 선행변수로 연구되어 왔다.상 방을 신뢰

하는 정도가 장기 계약 계에 향을 미치고(정승일 외,2001),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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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율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 ,2012).따라서 농가

의 산지유통센터를 신뢰는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는 매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신뢰와 계약 결정 계에서 험 회피도의 조 효과

신뢰와 계약 계에서 험 회피도의 역할에 한 논의가 두 가지 방

향으로 되어 왔다.첫 번째는 험 회피 인 태도가 신뢰의 선행변수인

지 여부이다.신뢰는 상 방과의 계에서 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이

므로 험에 해 회피 인 태도를 지니는 사람이 상 방에 해 신뢰를

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en-NerandPutterman,2001).행동 실

험 연구에서는 험 회피 인 태도와 신뢰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EckelandWilson,2004).두 번째는 신뢰의 향을 험 회피도가 조

하는지 여부이다. 험 회피도가 높으면 신뢰가 작동하지 않지만 험

회피도가 낮으면 신뢰가 신뢰 선택에 향을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Daviselal,1997). 한 거래 비용 이론을 기 로 험 태도의 조 효

과를 연구한 결과 특유 투자(specificinvestment)가 높더라도 험 추구

자(risklover)는 물 시장을 선호하며 특유 투자가 낮더라도 험 회피

자(risk aversion)는 통합된 조직(integration)을 선호한다(Chiles and

McMackin,1996).

의 결과가 계약 결정 상황에 용될 수 있다.농가에게 험을 햇징

할 수 있는 수단이 상인과 포 매매,재해 보험 등이 있기 때문에 험

을 회피할 수단으로 반드시 산지유통센터를 선택하지 않는다.따라서

험 회피 이라고 해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

라 산지유통센터에 한 신뢰에 따라 계약을 하는 행동에 해서 신뢰의

역할을 험 회피도가 조 한다고 보는 것이 하다.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계약에 한 신뢰의 향이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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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한 신뢰의 향보다 낮다고 보았다.아울러 험 회피도를 설

문 문항으로 측정하 으므로 험 회피 인 행동에 한 태도를 묻는 질

문하 다.가격 변동성을 회피하여 사과를 매하고자 태도를 재정

험 회피도로 하고 가격 변동성을 회피하여 투입재를 변동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투입조 험 회피도로 하 다.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0:　재정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

가의 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는 정도가 재정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2-10: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가 매 계약 선택에 향을 주는 정도가 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보다 낮을 것이

다.

가설 1-11:　재정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

가의 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는 정도가 재정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2-11: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가 매 계약 선택에 향을 주는 정도가 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보다 낮을 것이

다.

3. 과 이행 결정 모형

농가가 계약을 물량을 결정할 때는 수확기에 계약 물량 이외에 산지

유통센터에 더 납품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나 에 과

물량을 산지유통센터에 납품하는 농가는 그 에 자신이 계약할 수 있는

물량보다 게 납품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과 이행 물량에는 농가

가 수확기에 와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회주의 행동이 된다.

농가의 과 이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가의 특성과 산

지유통센터에 한 신뢰,다른 매 경로에 매 비율을 보고 결정하고

자 한다.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반 방향으로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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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과 이행 결정 모형

(1)농가 특성과 과 이행율 결정의 계

농가의 연령이 계약 결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므로 과 이

행율에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연령이 낮을수록 계약을 선호하

고 연령이 높을수록 계약을 통해 산지유통센터와 거래하기보다 최소한의

물량을 계약해 놓고 나 에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 납품을 결정할 것이

다.경력은 연령과 같은 이유로 과 이행율에 향을 미칠 것이다.

자녀 수가 많으면 험 회피 인 행동을 할 것이므로 반 로 기회주

의 행동에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학력이 높을수록 험 회피

인 행동을 할 것이고 반 로 기회주의 인 행동에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3-1:농가의 연령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농가의 자녀 수는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3:농가의 경력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농가의 학력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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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이 있는 농가가 농외 소득이 없는 농가에 비해 계약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 로 과 이행에는 부의 향을 것이다.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가 계약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반 로

과 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재배 면 이 많은 농가가 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 이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3-5:농외소득이 있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에 비해 과 이

행율이 낮을(-)것이다.

가설 3-6:사과 이외의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는 짓지 않는 농가에 비해

과 이행율이 높을(+)것이다.

가설 3-7:농가의 후지 사과 재배면 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낙 주의 태도를 가진 농가는 매 련한 결정을 수확기로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 이행율이 높을 것이다.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에 한 신뢰가 높은 농가는 평당 계약 물량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과

이행율에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3-8:농가의 낙 주의 태도는 과 이행율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9: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는 과 이행율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농가가 수확기에 산지유통센테에 납품할 물량을 결정할 때 도매시장

가격,직거래 활성화 정도에 향을 받을 것이다.박성 (2012)다른 마

경로가 많으면 이행율에 부(-) 향을 다고 한다. 따라서 도매시

장 납품 비율이 높으면 과 이행할 가능성이 들 것이며,직거래 비율

이 높으면 산지유통센터에 게 납품하게 되므로 과이행할 가능성이

어든다. 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10:　도매시장 납품 비율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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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다.

가설 3-11:　직거래 비율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

다.

4.변수 측정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계약 물량은 당해년 4월부터 7월까지

농가가 농 산지유통센터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물량을 말한다.농가는

계약 을 계약한 물량의 30~80%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반 시 계약

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수확 이 에 농가는 포 매매로 상인에게 매할 수 있으며 수확 이

후에는 농 산지유통센터,상인,도매시장에 매하거나 직거래로 매

할 수 있으며 장 후 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매할 수도 있다.상인

에게 매하는 경우는 등 별로 가격을 받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어 조사 하 다. 매량의 단 는 농가의 수확 단 인 라스틱 상

자로 하 다.

변 수 조작 정 의 참고문헌

계약 물량

농가가 후지 사과를 수탁 는 매취 방식으로

산지유통센터에게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 출하계약

설명자료농

산지유통센터

납품 물량

농 산지유통센터에 납품한 후지 사과의 물량

직거래 물량

농가가 소비자에게 직 매하는 방식인 자

상거래, 지 매,5일장, 머스마켓,고속

도로 휴게소 등을 통해 매한 물량
창곤 외 2011,

산지유통센터

계자 인터뷰
장 물량

농가의 온 장고에 후지 사과를 장하고

다음해 2월부터 6월까지 매한 물량

<표 8>후지 사과 매 경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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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태도는 두 가지로 나 어 측정하 다.재정 험태도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수확기에 매하겠다는 의도를 물었으며 투

입조 험태도는 가격 험이 있기 때문에 투입재를 이는 것을 싫어

하느냐고 물었다.

신뢰를 측정하기 해서 산지유통센터가 기회주의 행동을 할 수 있

는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낙 주의는

평균 수명에 한 기 수명의 비율로 측정하 다.평균 수명은 통계청

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평균 수명을 활용하 으며 기 수명은 농가에게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인지를 물었다.낙 주의를 측정하기 해서 평균

수명에 해서 기 수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를 계산하 다.

인구 통계 변수로 연령,자녀 수,사과 재배 경력 그리고 학력을 물었

다. 농 특성으로 사과 이외에 다른 농사를 짓는지,농외 소득이 있는지

물었다.

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신뢰
트 가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음

Schoormanetal,

2007

낙 주의 평균 수명에 한 기 수명의 비율
Puriand

Robinson,2007
인구통계

변수
연령,자녀 수,경력,학력

Kachovaand

Miranda(2004)

Roeetal(2004)

농외소득 농외소득이 있으면 1,없으면 0

다른농사
사과 이외 다른 농사를 지으면 1,짓지

않으면 0

재정

험태도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수확기에 사과를 팔려는 태도 Frankenetal,2014

Fellnerand

Maciejovsky,2007
투입조

험태도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노동력 투입재를 조 하려는

태도

<표 9>독립변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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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석 방법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표 10>과 같이 종속 변수의 형태에 의해 결

정되었다.계약 결정 모형은 계약 선택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므

로 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고 계약 결정 모형 에서 평당 계

약 물량과 이행 결정 모형의 과 이행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해서 토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구분 종속변수 분석방법

계약 결정 모형
계약 선택 여부 로빗 모형

평당 계약 물량 토빗 모형

이행 결정 모형 과 이행율 토빗 모형

<표 10>연구 모형의 분석방법

매 계약량을 결정하는 모형과 농 산지유통센터 납품량 결정 모형

에서 농가가 행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표 된다.계약량이 0인

경우는 체 데이터의 이러한 데이터를 OLS 회귀로 분석할 경우에는

일치된 추정치(consistentestimate)을 얻기 어렵다.종속변수에 0이 많은

경우에는 0이하 값이 검열된 값(censoredvalue)이라고 여기고 잠재변

수를 만들어 추정하는 토빗 모형로 추정한다(Tobin,1958).

계약 이행율과 독립변수 간의 비선형 계를 나타내는 토빗 모형으로

분석함.상호작용항과 독립변수 조 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방지하

기 해서 변수들을 평균 심화(meancentering)하여 분석하 음.

로빗 모형을 분석하기 해서 R의 GLM함수를 사용하 으며,토빗

모형을 분석하기 해서 R패키지 {censReg}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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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료의 처리

결측치가 완 히 랜덤하게 발생한 것인지, 측된 다른 변수의 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다.결측치가 완 히 랜덤

(completelyrandom)한 경우에는 결측치를 제거하고 분석하더라도 편의

가 발생하지 않는다.완 히 랜덤하다는 의미는 결측치의 발생 확률이

동일하므로 응답자가 해당 항목을 답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의 경우는 거의 없다. 체로 결측치는 응답자가 답을 꺼리

는 내용이거나 다른 질문과 련이 된 경우가 많다.특히 소득,부채,자

산 등이 평균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보고하기

를 꺼리는 항목이다.이러한 경우에는 조사된 다른 변수인 연령,성별,

재배 면 등과 련이 있다.조사된 다른 변수를 기 로 결측치를 채워

넣는 방식은 결측치를 분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ed)를 해

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결측치가 10% 내외인 경우에 EM알고리즘

(ExpectationMaximization)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채워 넣었다.결측치

처리에는 R패키지 {Amelia}가 활용되었다.

제 4 분석 결과

1.자료 수집

본 조사에 앞서 세 차례 사 조사를 실시하 다.1차는 2015년 6월 9

일,2차 6월 22일,3차 7월 6일 ∼ 7월 10일이다.1차,2차에서는 직 경

북능 농 유통 담당자를 인터뷰하 다.인터뷰에서 농가가 사과를 생

산하고 매하는 행동을 반 으로 검토하 으며 시간 순서에 따라서

농가의 어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문지 구성에 참고하 다.

3차에서는 일럿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일럿 조사로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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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구매와 농지도를 받기 해 농 을 방문하 을 때 연구자가 농가

에게 설문 항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작성토록 하 다.이로서 9개의 설

문지를 수집하여 측치의 평균과 변수 간의 상 계수를 검토하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애매한 조사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 다.한편,5명의 산지유통센터

표와 인터뷰를 하여 산지유통센터에서 계약 물량이 차지하는 비 과 계

약 농가 수 등을 검토하 다.산지유통센터에 따라서 30∼100%까지 다

양한 수 에서 사 계약 물량을 취 하고 나머지는 수확기에 매입하고

있었다.산지유통센터 별로 200∼500명의 농가와 거래하고 25∼250억원

규모의 매출을 있었다.경북 지역 산지 유통 황과 련해서 지역 컨

설 업체 표와 인터뷰를 하 다.조사 시기가 수확기 10월 이 이므

로 년도인 2014년 생산량을 기 으로 농가의 생산과 매에 해 조사

하기로 하 다.

본 조사는 경북 지역에서 사과 재배 농가를 상으로 실시되었다.설

문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2015년 7∼8월 기간 동안 농 원 지

도사가 농지도를 받으러 방문한 농가에게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 으

며,한편으로는 2015년 9월 4일 농 이 주최한 농가 집합 교육에서 농가

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토록 하 다.수집된 설문지 총 220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2.표본 자료의 특성

(1)인구 통계 특성

조사 농장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8.13세로 표 편차가 9.8세이다.최

고령의 가구주는 82세이며 가장 은 생산자는 27세 다.30 이하는 3

명으로 1%를 차지하고 40 는 32명으로 15%,50 는 83명으로 38%,60

는 74명으로 34%,70 는 28명으로 13%를 나타낸다.50∼60 가 체

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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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령 분포

30

이하
40 50 60

70

이상

연령 58.5 9.5 27 85
3명

(1%)

32명

(15%)

83명

(38%)

74명

(34%)

28명

(13%)

<표 11>조사 상의 연령

(n=220,단 :세)

조사 농가 가구주의 사과 재배 경력이 평균값 21.8년이고 표 편차가

11.1년이다.최 50년,최소 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10년 이하의 경력인

가구주는 48명이고 22%를 차지하며 11∼20년 경력인 가구주는 73명이며

33%이다.21∼30년 경력인 가구주는 33명이며 25%를 차지하고 30년 이

상 경력인 경 주는 44명이며 20%를 차지한다.연령과 달리 경력 구간

별로 고른 분포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력 분포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경력 21.8 11.3 3 50
48명

(22%)

73명

(33%)

55명

(25%)

44명

(20%)

<표 12>조사 상의 경력

(n=220,단 :년)

농가 가구주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 졸업 이하가 40%, 학교 졸업이 19%로

가장 낮았다.81%의 농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

다.

학력 가구주 비율

학교 졸업 이하 89명 40%

고등학교 졸업 90명 41%

학교 졸업 이상 41명 19%

<표 13>조사 상의 학력

(n=220,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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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농가의 자녀 수는 평균값 2.5명이며 표 편차 1.3명이다.최 9

명까지 자녀를 두고 있었다.자녀가 없는 농가는 12가구이고 5%를 차지

하며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농가는 107가구이고 49%를 차지하며,

3∼4명인 농가는 89가구이고 40%를 차지하고 5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는 12가구이고 5%를 차지한다.1∼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녀 수

0명 1∼2명 3∼4명
5명

이상

자녀

수
2.5 1.3 0 9

12가구

(5%)

107가구

(49%)

89가구

(40%)

12가구

(5%)

<표 14>조사 상의 자녀 수

(n=220,단 :가구)

조사한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재배 지역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문경

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110가구로 50%의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화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43가구로 20%를 차지한다.5%

이하의 비율로 안동, 주, 천,군 ,김천, 덕, 천,의성,청송,포

항 등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조사 상에 포함되었다.문경 농

과 경북능 농 문경 지소의 조가 잘 되어 많은 농가를 상으로 조

사할 수 있었다.조사 상의 재배지역에 모두 사과를 취 하는 산지유

통센터가 운 되고 있다.

지역 가구수 비율 지역 가구수 비율

군 3 1% 천 9 4%

김천 7 3% 천 2 1%

문경 110 50% 의성 1 0%

화 43 20% 청송 3 1%

안동 10 5% 포항 2 1%

덕 4 2% 무응답 17 8%

주 9 4%

<표 15>조사 상의 재배 지역

(n=220,단 :가구)



- 42 -

(2)측정 변수의 기술 통계

2014년 조사 상인 농가들이 후지 사과를 재배한 면 은 평균값

3407평이고 표 편차 2580평이다.최소 100평이고 최 20,000평의 후지

사과를 재배하고 있었다.1,000평 이하를 재배한 농가는 34가구이고 15%

를 차지하며 1,001∼3,000평을 재배한 농가는 102가구로 42%를 차지하

고,3,001∼5,000평을 재배한 농가는 53가구로 24%를 차지하 으며,

5,000평 이상 재배한 농가는 31가구로 14%를 차지하 다.1,001∼3,000평

을 재배한 농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평균값이 이보다 오

른쪽에 존재하므로 오른쪽의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진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면

1000평

이하

1001∼

3000평

3001∼

5000평

5000평

이상

면 3,407 2,580 100 20,000
34가구

(15%)

102가구

(46%)

53가구

(24%)

31가구

(14%)

<표 16>조사 상의 후지 사과 재배면

(n=220,단 :평)

농가들이 노동력 험 분산 등을 목 으로 만생종 사과와 조 생

종 사과를 한 비율로 재배를 하고 있다.조· 생종 사과는 7월 순

부터 10월 에 출하되는 사과로서 아오리,홍로,홍옥,감홍 등이 이에

속한다.조사된 농가들은 조· 생종 사과 재배면 은 평균값 1,238평이며

표 편차가 1,196평이고 최 5,000평이다.1000평 이하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125가구로 57%를 차지하며 1001∼3000평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83가구로 38%를 차지하고 3001평 이상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12가구로

5%를 차지한다.1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가 반 이상으로 가장 많

고 평균값이 이보다 오른쪽 구간에 존재하므로 오른쪽으로 긴꼬리를 가

진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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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면

1000평 이하
1001∼

3000평

3001평

이상

다른

사과

면

1,238 1,196 0 5,000
125가구

(57%)

83가구

(38%)

12가구

(5%)

<표 17>조사 상의 다른 사과 재배면

(n=220,단 :평)

조사 상 농가들이 체 과수원 에서 후지 사과를 얼마의 비율로

재배하고 있는지 조사하 다.과일의 경우 품종을 다양화하여 험을 분

산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조· 생종 품종과 만생종 품목을 얼마의 비

율로 재배하고 있느냐가 요해 진다.후지 사과 재배 비율은 평균값

0.73이며 체 시장 물량에서 후지 사과 품종이 차지하는 비 인 0.7과

비슷하다.표 편차는 0.23이며 최솟값은 0.07이며 최 1이다.분포를

살펴보면 후지 사과를 0.5이하의 비율로 재배한 농가는 51가구로 23%를

차지하고 0.51∼0.7의 비율로 재배한 농가는 43가구로 20%를 차지한다.

아울러 0.71이상 재배한 농가는 126가구로 57%를 차지한다. 반 이상의

농가가 0.71이상의 비율로 후지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왼쪽 꼬리가

긴 분포 모양을 보인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비율

0.5이하 0.51∼0.7 0.71이상

재배

비율
0.73 0.23 0.07 1

51가구

(23%)

43가구

(20%)

126가구

(57%)

<표 18>조사 상의 후지 사과 재배 비율

(n=220)

2014년 농가들이 후지 사과를 매한 소득을 조사하 다.농가들이 후

지를 생산해서 매한 액은 평균값 5,083만원이며 표 편차는 4,009만

원이다.최소 300만원을 얻은 농가들이 있었고 최 26,000만원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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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농가들이 있었다.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86가구로

39%를 차지하며 3,001∼6,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84가구로 398%

를 차지하며,6,001∼9,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21가구로 10%를

차지하 고 9,001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29가구로 13%를 차지

한다.3,000만원 이하에 속하는 농가가 가장 많으며 평균값이 5,083만원

이므로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의 모양을 가진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소득

3,000만원

이하

3,001∼

6,000만원

6,001∼

9,000만원

9001만

원 이상

소득 5,083 4,009 300 26,000
86가구

(39%)

84가구

(38%)

21가구

(10%)

29가구

(13%)

<표 19>조사 상의 후지 사과 매 소득

(n=220,단 :만원)

조사 상 에서 농외 소득이 있는 농가는 69가구로 31%를 차지하

고 농외 소득이 없는 농가는 151가구로 69%를 차지한다.다른 농사 소

득이 있는 농가는 94가구로 43%를 차지하고 다른 농사를 짓지 않는 농

가는 126가구로 57%를 차지한다.농외소득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있는

가구의 비율에 비해 높으며,다른 농사 소득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있는

가구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있음 없음

농외 소득 69가구(31%) 151가구(69%)

다른 농사 소득 94가구(43%) 126가구(57%)

<표 20>조사 상의 농외 소득과 다른 농사 소득

조사 상 농가들의 재정 험 회피도는 평균값 3.2 이며 표 편

차는 1.14 이다.“나 에 후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수확

기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매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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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서 ‘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17가구로 8%를 차지하고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39가구로 18%를 차지하며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농가는 81가구로 37%를 차지한다.‘그 다’라고 응답한 농가

는 49가구로 22%를 차지하며 매우 그 다고 응답한 농가는 34가구로

15%를 차지한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험 회피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재정

험

회피도

3.2 1.14
17가구

(8%)

39가구

(18%)

81가구

(37%)

49가구

(22%)

34

(15%)

<표 21>조사 상의 험 회피도

(n=220,단 :5 리커트 수)

조사 상 농가들의 투입조 험 회피도는 평균값 3.17 이며 표

편차는 1.12이다.“나 에 후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농자

재 구입 는 계 인력 고용을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해서 ‘매우 그 다’고 할수록 험 회피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역코딩을 해서 분석에 활용하 다.‘매우 그러다’고 답한 농가는 22가

구로 10%를 차지하며 ‘그 다’고 답한 농가는 34가구로 15%를 차지하

며,‘보통이다’라고 답한 농가는 72가구로 33%를 차지한다.‘그 지 않

다’고 답한 농가는 69가구로 31%를 차지하며 ‘ 그 지 않다’고

답한 농가는 23가구로 10%를 차지한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험 회피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투입조

험

회피도

3.17 1.12
22가구

(10%)

34가구

(15%)

72가구

(33%)

69가구

(31%)

23가구

(10%)

<표 22>조사 상의 투입조 험 회피도

(n=220,단 :5 리커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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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했음 안 했음

계약 선택 161가구(73%) 59가구(27%)

<표 24>조사 상의 계약 선택

농가들이 농 의 산지유통센터에 해서 신뢰에 해서 “산지유통센

터가 공정하게 선별한다고 믿으십니까?”라고 질문하 다.

농가들이 응답한 산지유통센터의 신뢰 수는 평균값 3.52 이고 표

편차가 1.12 이다.산지유통센터의 공정성에 해서 ‘ 그 지 않다’

라고 응답한 농가는 12가구로 5%를 차지하며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20가구로 9%를 차지하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가구로

39%를 차지하며 ‘그 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47가구로 21%를 차지하며,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56가구로 25%를 차지한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신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신뢰 3.52 1.13
12가구

(5%)

20가구

(9%)

85가구

(39%)

47가구

(21%)

56가구

(25%)

<표 23>조사 상의 신뢰 항목

(n=220,단 : )

조사 상 에서 계약을 선택한 농가는 161농가로 73%를 차지하고

계약을 선택하지 않은 농가는 59농가로 27%를 차지했다.계약을 선택한

농가 수가 계약을 선택하지 않은 농가 수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계약을 선택한 농가 에서 평당 계약 물량은 평균 0.18상자이며 표

편차는 0.23상자이다.최댓값이 2.5상자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가 응답

이 잘못된 것으로 아웃라이어로 보인다.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는 59농

가이며 27%를 차지하고 평당 0.1∼0.2상자를 계약한 농가는 90가구로

41%룰 차지하고 0.21∼0.3상자를 계약한 농가는 35가구로 16%를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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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3상자 이상 계약한 농가는 36가구로 16%이상 차지한다.

농가들이 평균 평당 0.5상자 정도 생산한다고 할 때 체 농가 에서

41% 가량이 자신의 생산량 에서 40%이하를 계약한다고 볼 수 있으

며,4% 정도가 생산할 물량의 부를 계약한다고 볼 수 있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평당계약 물량

0상자
0.01∼

0.2상자

0.21∼

0.3상자

0.31상자

이상

평당

계약

물량

0.18 0.23 0 2.5
59가구

(27%)

90가구

(41%)

35가구

(16%)

36가구

(16%)

<표 25>조사 상의 신뢰도

(n=220,단 : )

계약을 체결한 161명의 계약 이행율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계약 물

량 비 산지유통센터 납품 물량의 비율은 평균 159%이며 표 편차는

131%이고 최 1000%에 이른다.계약 물량의 80% 미만을 납품한 농가

를 미행했다고 간주하고 80% 이상에서 120% 이하를 납품한 농가를 이

행한 것으로 120% 과 이상 납품한 농가를 과이행 는 계약 물량 이

외의 물량은 다른 조건으로 산지유통센터에 납품되었다고 본다.미이행

한 농가는 17농가로 11%를 차지하며 이행한 농가는 58농가로 36%를 차

지하고 과이행 농가는 86농가로 53%를 차지한다.100% 이행율을 기

으로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항목
평균

값

표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이행율

80%미만 80∼120% 120% 과

이행

율
159 31 0 10

17농가

(11%)

58농가

(36%)

86농가

(53%)

<표 26>조사 상의 이행율

(n=161,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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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통계를 낸 자료를 가지고 세 가지 모형을 분석할 것이다.첫 번

째는 계약 선택 모형이며 이것은 농가의 계약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빗 모형으로 분석할 것이다.두 번째는 평당 계약 물량 모형이

며 이것은 평당 계약물량을 종속변수로 두고 토빗 모형으로 분석할 것이

다.세 번째는 이행율 모형이며 이것은 계약 물량 비 산지유통센터 납

품 물량을 종속 변수로 두고 토빗 모형으로 분석할 것이다.

3.분석 결과

(1)평당 계약 물량 결정 요인

본 연구에서는 평당 계약물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빗 모

형(Tobitmodel)으로 분석하 다.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는 신뢰라는 주효과를 농가의 험 회피도가 조 하고 있는지 검토하

기 해서 세 가지 모형을 만들고 단계 으로 분석하 다.로그가능도

(log-likelihood)와 유사(Pseudo)R2값을 고려하여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

형을 채택하기로 하 다.유사(Pseudo)R2값은 가장 리 활용되는 맥

페든(McFadden)R2값으로 사용되었다.

모형 1에서는 연령,경력,자녀 수,학력,다른 농사소득이 있는지 여

부,농외 소득이 있는지 여부,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미

치는지 검토하 다.모형 2에서는 재정 험 회피도와 투입조 험

회피도 변수를 추가하여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

고 모형 3에서는 신뢰와 재정 험 회피도,신뢰와 투입조 험

회피도의 상호 작용항을 추가하여 평당 계약물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토하 다.

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세 가지 모형은 토빗 모형으로 분석되

었으므로 220개의 측치 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59개 측치는 왼쪽

검열된(left-censored)채 분석되었다.모형1의 분석 결과 로그 가능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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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연령 -0.004 -1.527 -0.005 -1.746** -0.004 -1.459

자녀 수 0.008 0.45 0.010 0.563 0.009 0.492

경력 0.003 1.465 0.003 1.46 0.003 1.525

학력 더미(고졸) 0.092 1.88* 0.099 2.009** 0.090 1.877*

학력 더미( 졸) -0.023 -0.331 -0.020 -0.293 -0.018 -0.261

농외소득 0.009 0.208 0.000 -0.001 0.013 0.296

다른농사 0.01 0.237 0.005 0.122 -0.008 -0.206

재배면 0 -0.827 0.000 -0.835 0.000 -0.45

낙 주의 -0.129 -2.338** -0.140 -2.522** -0.129 -2.369**

신뢰 0.048 2.626*** 0.044 2.373** 0.045 2.446**

재정 험

회피도
0.017 0.874 0.023 1.146

투입조 험

회피도
0.029 1.512 0.034 1.715*

재정 험

회피도*신뢰
-0.040 -2.374**

<표 27>평당 계약량 결정 분석 결과

이 –70.968이며 맥페든 R2값이 0.133이다.모형 2의 분석 결과 로그 가

능도 값이 –69.735이며 맥페든 R2값이 0.148이고,모형 3의 분석 결과

로그 가능도 값이 –64.361이고 맥페든 R20.21으로 나타났다.종속 변수

에 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 3이 평당 계약 물량 결

정 모형으로 채택될 수 있다.아울러 신뢰와 계약 물량의 계를 투입조

험태도가 조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모형 1∼3에서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고 있으며 모형 3에서는 투입조 험 회피

도가 10% 유의수 에서 향을 주며 신뢰와 투입조 험 회피도의 상

호작용 항이 99% 유의 수 에서 향을 주고 있으므로 신뢰와 평당 계

약 물량의 계에서 투입조 험 회피도가 조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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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조 험

회피도*신뢰
-0.046 -2.754***

logSigma -1.276 -21.863 -1.281
-21.973**

*
-1.307

-22.469**

*

Log-likelihood -70.968 -69.735 -64.361

McFadden’s

PseudoR2
0.133

0.148

(∆R2  :0.015)

0.213

(∆R2  :0.065)

측치

(left-censored)

220

(59)

*유의 수 *:p<0.1,**:p<0.05,***:p<0.01

반면 재정 험 회피도는 신뢰와 평당 계약 물량의 계를 조 하

고 있지 못하다.모형 3의 결과로 보여주듯이 재정 험 회피도는 평

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주지 않으며 신뢰와 재정 험 회피도의

상호작용 항만이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 재정 험

회피도의 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해서 투입조 험 회피도와 신뢰의

계를 살펴보았다.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은 리커트 수 3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낮은 집단은 리커트 수 2 이하인 집단

으로 구분하 다.<그림 8>과 같이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으로 나 어 신뢰와 평당 계약 물량의 계를 그림으로 나

타내었다.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신뢰의 증가에 따른

평당 계약 물량의 증가가 정의 계를 가지며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신뢰의 증가에 따른 평당 계약 물량의 증가가 부의

계를 가짐을 보여 다.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신뢰가

증가할수록 평당 계약 물량이 어드는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계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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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조 험태도

낮은 집단

투입조 험태도

높은 집단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연령 -0.003 -0.787 -0.005 -1.353

자녀 수 0.040 1.508 0.012 0.536

<표 30>투입조 험태도 집단별 신뢰도 향 분석

<그림 8> 투입조 험 회피도에 따른 신뢰와 평당 계약 물

량의 계

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그룹에서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평당

계약물량이 증가하 는지, 험 회피도가 높은 그룹에서 신뢰가 증가함

에 따라 평당 계약 물량이 어들었는지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인지 알아보기 해서 추가 분석을 실시하 다.<표 30>과 같이 분석한

결과 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신뢰가 정의 방향으로 평

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주었으며,반 로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신뢰가 평당 계약물량 결정에 향을 주고 있지 않다.

추가 분석 결과는 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그룹에서 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정(+)의 향을 주지만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신뢰에 의해 평당 계약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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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0.006 1.735* 0.002 0.624

학력 더미(고졸) 0.163 1.892* 0.045 0.77

학력 더미( 졸) 0.191 1.611 -0.084 -0.981

농외소득 0.107 1.238 0.001 0.026

다른농사 0.018 0.240 0.000 -0.003

재배면 0.000 -2.152** 0.000 0.444

낙 주의 0.172 1.810* -0.227 -3.374***

신뢰 0.081 2.884*** 0.026 1.148

logSigma -1.511 -12.443*** -1.270 -19.148

Log-likelihood -9.0438 -50.724

McFadden’s

PseudoR2
0.589 0.151

측치

(left-censored)

56

(18)

164

(41)

*유의 수 *:p<0.1,**:p<0.05,***:p<0.01

다음으로 신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 어 투입 조 험 회

피도의 향을 검토하고자 한다.신뢰가 높은 집단은 신뢰도가 리커트

수 3 이상인 농가들이며,낮은 집단은 신뢰도가 리커트 수 2 이

하인 농가들로 나 었다.<그림 9>와 같이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투

입조 험 회피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물량이 부의 방향을 띠며 신

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투입조 험 회피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물량

이 정의 방향을 띠고 있다.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투입 조 험 회피

도가 평당 계약 물량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지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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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낮은 집단 신뢰 높은 집단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연령 -0.024 -0.646 -0.003 -1.20

자녀 수 -0.065 -0.220 0.002 0.13

경력 0.001 0.054 0.003 1.95*

학력 더미(고졸) -0.365 -0.751 0.102 2.83***

학력 더미( 졸) -0.710 -0.768 0.004 0.09

농외소득 0.322 0.613 0.015 0.47

다른농사 -0.870 -1.551 0.030 1.01

재배면 0.000 -0.240 -0.000 -2.64***

<표 28>신뢰도 집단별 투입조 험태도의 향 분석

<그림 9>신뢰에 따른 투입조 험 회피도와 평

당 계약물량의 계

분석결과는 <표 28>과 같다.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투입조 험

태도가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해 정(+)의 향을 주었으며 신뢰가 높

은 집단에서는 투입조 험태도가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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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주의 -0.623 -0.856 -0.077 -1.86*

투입조 험

회피도
0.368 2.235** -0.007 -0.50

logSigma -0.356 -1.594*** -1.650 -27.15***

Log-likelihood -21.128 -3.211

McFadden’s

PseudoR2
0.166 0.81

측치

(left-censored)

32

(20)

188

(39)

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산지유통센터가 사과를 공정하게 선별한다

고 신뢰하는 농가는 평당 계약 물량이 신뢰하지 않는 농가보다 높으며

신뢰하지 않는 농가라고 할지라도 나 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

기 때문에 투입재를 조 하는 험회피 인 농가가 회피 이지 않는 농

가에 비해서 평당 계약 물량이 많다.따라서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 결

정에 향을 미치며 신뢰와 평당 계약 물량 결정의 계에서 험태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미치지 못하며

험태도가 낮은 집단에서만 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신뢰와 신뢰 행동 사이에서 험태도가 조 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 다.

다음으로 한계효과를 통해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주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검토해보겠다.모형의 추정치는 찰되지 않은 잠재변수에

한 추정결과이므로 실제 독립변수가 1단 변할 때 계약 물량의 변화

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 한계효과를 별도로 추정해야 한다.한계효과

는 더미 변수의 경우는 0에서 1로 변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말하며,

연속 변수의 경우는 평균값에서 1단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으로

해석한다. 가설은 한계효과가 없음이므로 가설을 기각하는 t값을 가

지는 변수의 경우에만 해석할 수 있다(권오상,2007).

평당 계약 물량 결정 모형의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표 29>와 같

다.평당 계약 물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변수는 학력,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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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신뢰,투입조 험 회피도,신뢰와 투입조 험 회피도의 상호

작용 항이다.연령,자녀 수,경력,다른 농사 소득,농외 소득 여부,재배

면 등이 평당 계약 물량 결정에 향을 주지 않았다.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농가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을 가진 농가가 평당 0.06상자(1.02kg)를 더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신뢰

도가 3 에서 4 으로 증가하면 평당 0.03상자(0.51kg)를 더 계약할 가능

성이 있으며 투입조 험 회피도가 3 에서 4 으로 증가하면 0.02상

자(0.34kg)를 더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낙 인 태도를 가진 농가일수

록 평당 계약 물량이 었다.낙 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미래 경제

상황이 좋다고 상하는 경향이므로 미리 계약을 해서 매 경로를 결정

하기보다 매 결정을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농가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을 가진 농가가 평당 계약 물량이 많았다.학력이 높을수록 매 계약을

선호한다는 기존연구(KatchovaandMiranda,2004)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학교 졸업 이상인 농가는 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농가보다

평당 계약 물량이 높지 않았다.이것은 한국 특성 작목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달리 한국은 농가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서 소비자에게 직 매할 수 있으며,특히 사과는 도정이 필요한 곡물

과 달리 선별 포장만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농가가 직 가공을 하여

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가들은 산지유통센터와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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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연령 -0.003 -1.527 -0.003 -1.746** -0.003 -1.459

자녀 수 0.005 0.450 0.007 0.563 0.006 0.492

경력 0.002 1.466 0.002 1.46 0.002 1.525

학력 더미(고졸) 0.062 1.876* 0.066 2.009** 0.061 1.877*

학력 더미( 졸) -0.015 -0.331 -0.014 -0.293 -0.012 -0.261

농외소득 0.006 0.208 0.000 -0.001 0.009 0.296

다른농사 0.006 0.237 0.003 0.122 -0.006 -0.206

재배면 0.000 -0.826 0.000 -0.835 0.000 -0.45

낙 주의 -0.086 -2.335** -0.094 -2.522** -0.087 -2.369**

신뢰 0.032 2.634*** 0.029 2.373** 0.030 2.446**

재정 험

회피도
0.011 0.874 0.015 1.146

투입조 험

회피도
0.020 1.512 0.023 1.715*

재정 험

회피도*신뢰
-0.027 -2.374**

투입조 험

회피도*신뢰
-0.031 -2.754***

<표 29>평당 계약량 결정 요인의 한계 효과

*유의 수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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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학력에 따른 산지유통센터

거래 비

<그림 11> 학력에 따른 직거래 거

래 비

<그림 12>학력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

비

학력에 따라서 산지유통센터,도매시장,직거래를 통해서 매하는 비

이 얼마나 다른지 추가로 분석하 다.<그림 10>과 같이 학력에 따른

산지유통센터거래 비 은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과 고등학교 졸업 이

하의 학력이 비슷한 수 이다.<그림 12>과 같이 도매시장 거래 비 이

학교이하 학교 이상의 졸업자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1: 학교 졸업 이하,2:고등학교 졸업,

3: 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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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과 같이 직거래 비 은 학교 졸업자가 월등히 높은 수

이다.따라서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농가는 산지유통센터와

도매시장을 통한 매를 선호하며,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농가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매를 선호하고,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가는 직거래를 통해 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학교 졸업 이상의 농

가가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은 직거래를 통해 도매상을 거치

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학력

이 높아질수록 계약을 선호한다는 가설은 일부 채택될 수 있다.

번호 가설 채택 여부

1-1
농가의 연령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1-2
농가의 자녀 수는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농가의 경력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1-4
농가의 학력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1-5
농외소득이 있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에 비해 평

당 계약 물량이 많을(+)것이다.
기각

1-6
사과 이외의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는 짓지 않는 농가에

평당 계약 물량이 을(-)것이다.
기각

1-7
농가의 후지 사과 재배면 은 평당 계약 물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8
농가의 낙 주의 태도는 평당 계약 물량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1-9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0

재정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는 정도가 재정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보다 낮

을 것이다.

기각

1-11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가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는 정도가

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

보다 낮을 것이다.

채택

<표 30> 평당 계약 물량 결정 요인의 가설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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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 선택 요인

본 연구는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빗 모형(Probit

model)으로 분석하 다.세 가지 모형을 만들고 단계 으로 분석하여 계

약 선택에 향을 미치고 있는 신뢰라는 주 효과를 재정 험 회피도

투입조 험 회피도가 조 하는지 검토하고자 하 다.AIC(Akaike

InformationCriterion)이 낮은 값을 기 으로 는 유사 R2와 로그 가능

도(log-likelihood)가 높은 값을 기 으로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선택할

것이다.유사(Pseudo)R2 값은 가장 리 활용되는 맥페든(McFadden)

R2값으로 사용되었다.

모형 4에서는 연령,연령의 제곱,경력,자녀 수,학력,다른 농사,농

외 소득,낙 주의,신뢰가 계약 선택에 향을 주는지 검토하 다.모형

5에서는 재정 험 회피도와 투입조 험 회피도를 추가하여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 다.모형 6에서는 신뢰와 재정 험

회피도,신뢰와 투입조 험 회피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계약 선

택에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 다.

분석 결과는 <표 31>rhk같다.모형4의 분석 결과 로그 가능도는 –

108.493이고 맥페든 R2는 0.151이며 AIC는 240.99이다.모형 5의 분석 결

과 로그 가능도는 –107.574이고 맥페든 R2는 0.159이며 AIC는 243.15이

다.모형 6의 분석 결과 로그 가능도는 –105.787이고 맥페든 R2는

0.173이고 AIC는 243.58이다.모형 4에서 모형 6로 갈수록 AIC가 증가하

고 있지만 로그 가능도와 맥페든 R2는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모형의 설

명력이 큰 차이가 없을 때 가장 간단한 모형이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모형 6을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채택하긴 어렵다.모형 5와

6에서 투입조 험 회피도와 재정 험 회피도가 계약 선택에 해

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모형 6에서 재정 험 회피도

와 신뢰의 상호작용 항만이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재

정 험 회피도가 신뢰와 계약 선택의 계를 조 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따라서 본 연구는 계약 선택 모형으로 모형 4를 채택하고자 한



- 60 -

다.

모형 4에서 계약 선택에 향을 주는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연령의 제곱,자녀 수,경력,신뢰이며,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자녀 수,

학력,농외소득이 있는지 여부,다른 농사를 짓는지 여부 재배면 ,낙

주의이다.

모형4 모형5 모형6

추정치 Z값 추정치 Z값 추정치 Z값

연령 0.328 3.356*** 0.318 3.294*** 0.325 3.351***

(연령)2 -0.003 -3.543*** -0.003 -3.497*** -0.003 -3.500***

자녀 수 0.062 0.668 0.071 0.774 0.054 0.591

경력 0.020 1.849* 0.019 1.747* 0.018 1.649**

학력 더미(고졸) 0.094 0.378 0.149 0.585 0.131 0.507

학력 더미( 졸) -0.193 -0.562 -0.216 -0.629 -0.178 -0.510

농외소득 0.172 0.770 0.169 0.743 0.199 0.861

다른농사 -0.184 -0.901 -0.201 -0.976 -0.232 -1.113

재배면 0.000 0.853 0.000 0.903 0.000 0.916

낙 주의 -0.408 -1.541 -0.490 -1.807* -0.468 -1.709*

신뢰 0.366 3.976*** 0.372 3.948*** 0.404 4.033***

재정 험

회피도
-0.015 -0.154 -0.043 -0.431

투입조 험

회피도
0.120 1.221 0.100 1.006

재정 험

회피도*신뢰
-0.147 -1.836*

투입조 험

회피도*신뢰
-0.041 -0.501

Log-likelihood -108.493 -107.574 -105.787

AIC 240.99 243.15 243.58

McFadden’s

PseudoR2
0.151

0.159

(∆R2=0.008)

0.173

(∆R2=0.014)

<표 31>계약 선택 모형 분석 결과

*유의 수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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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와 같이 계약 선택 모형의 한계효과를 분석하 다.계약 선택

에 해서 한계효과를 가지는 변수는 연령,경력,신뢰도이다.

모형4 모형5 모형6

한계효과 Z값 한계효과 Z값 한계효과 Z값

연령 0.102 3.308*** 0.098 3.246*** 0.100 3.304***

(연령)2 -0.001 -3.493*** -0.001 -3.446*** -0.001 -3.450***

자녀 수 0.019 0.668 0.022 0.774 0.017 0.591

경력 0.006 1.860* 0.006 1.757* 0.005 1.655*

학력 더미(고졸) 0.029 0.380 0.046 0.592 0.040 0.512

학력 더미( 졸) -0.062 -0.542 -0.070 -0.604 -0.057 -0.492

농외소득 0.052 0.791 0.051 0.764 0.060 0.889

다른농사 -0.058 -0.895 -0.063 -0.969 -0.072 -1.102

재배면 0.000 0.855 0.000 0.905 0.000 0.917

낙 주의 -0.127 -1.544 -0.151 -1.812* -0.144 -1.715*

신뢰 0.114 4.022*** 0.115 3.996*** 0.124 4.095***

재정 험

회피도
-0.005 -0.154 -0.013 -0.432

투입조 험

회피도
0.037 1.224 0.031 1.007

재정 험

회피도*신뢰
-0.045 -1.833*

투입조 험

회피도*신뢰
-0.013 -0.500

<표 32>계약 선택 모형의 한계효과

*유의 수 *:p<0.1,**:p<0.05,***:p<0.01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약을 선택할 가능이 높으며 연령의 제곱이 커질

수록 계약 선택할 가능성이 어든다.연령과 계약 선택의 계는 비선

형 임을 나타내며 평균 연령인 58세보다 농가의 연령이 높아지면 계약

을 할 가능성이 어들며,평균 연령인 58세보다 농가의 연령아 낮아지

더라도 계약할 가능성이 어드는 것을 의미한다.즉 평균 연령 근처에



- 62 -

<그림 13>연령과 자녀의 상 도

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농가의 연령이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보다 평균 연령 근처에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평균 58세보다 10세가 높아지면 계약할 가능성은 10%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반 로 평균 58세보다 농가의 연령이 10세 낮아지더라도 계약

할 가능성은 10% 감소한다.

자녀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이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가 많은 경우는 이미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시기일 수 있다.따라서 자녀 수는 농가의 계약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수

연령
0.460

(t값 :7.66***)

<표 33> 연령과 자녀

수의 피어슨 상 계수

경력이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친다.경력이 평균값인 21.8년보다 10년

증가하면 계약을 선택할 확률이 6% 증가한다.신뢰의 경우는 신뢰도 3

에서 4 으로 증가하면 계약을 선택할 확률이 11.4%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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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설 채택 여부

2-1
농가의 연령은 매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2-2
농가의 자녀 수는 매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농가의 경력은 매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2-4
농가의 학력은 매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2-5
농외소득이 있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에 비해

매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것이다.
기각

2-6
사과 이외의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는 짓지 않는 농가에

비해 매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을(-)것이다.
기각

2-7
농가의 후지 사과 재배면 은 매 계약 선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8
농가의 낙 주의 태도는 매 계약 선택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기각

2-9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는 매 계약 선택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0

재정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가 매 계약 선택에 향을 주는 정도가 재정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보다 낮

을 것이다.

기각

2-11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가 매 계약 선택에 향을 주는 정도가

투입조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향을 주는 정도

보다 낮을 것이다.

기각

<표 34> 평당 계약 물량 결정 요인의 가설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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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 이행 결정

본 연구에서는 계약 이행율 결정 요인을 토빗 모형(Tobitmodel)으로

분석하 다.계약을 체결한 농가 161가구 에서 계약 물량의 80% 이상

납품한 농가 143농가이고 나머지 18농가는 80% 미만을 납품하 으므로

계약을 반한 사례에 해당한다.계약에는 반에 한 패 티 조항이

있고 실제 농가가 계약을 반할 경우 패 티 조항이 용되고 있었다.

반 로 계약 물량의 과 이행은 계약 내용에 존재하지 않지만 계약 결

정에 향을 미치는 농가의 기회주의 행동이다.농가의 과 이행은

계약을 게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농가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기회주의 행동을 하는 농가가 143가구 에 86농가로

60%에 달한다. 과 이행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하 다.

과 이행 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기 해서 세 가지 모형

을 단계 으로 분석하 다.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다.모형 7에서는

연령,자녀 수,경력,학력,농외소득이 있는지 여부,다른 농사를 짓는지

여부,재배면 ,낙 주의,신뢰가 과 이행 결정에 향을 주는 변수인

지 분석되었다.모형 8에서는 신뢰의 제곱 항을 추가한 독립변수들이

과 이행 결정에 향을 주는지 분석되었다.모형 9에서는 과 이행 결

정과 다른 유통경로에 납품한 비율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 농

가의 생산량 에서 도매시장 납품비율과 직거래 비율을 변수로 추가하

여 독립변수들이 과 이행 결정에 향을 주는지 분석되었다.세 가지

모형 에서 로그 가능도는 모형 7과 모형 9가 모형 8에 비해 높지만 모

형 7에 비해 유사 R2가 높은 모형 9가 과 이행 결정 모형으로 채택될

수 있다.

모형 9에서 과 이행 결정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신뢰와 신

뢰의 제곱항,도매시장 납품비율이다. 과 이행 결정에 향력이 없는

변수는 자녀 수,경력,학력,농외소득이 있는지 여부,다른 농사를 짓는

지 여부,재배면 ,낙 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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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7 모형8 모형9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연령 0.034 2.102* 0.033 2.079* 0.027 1.686*

자녀 수 -0.065 -0.707 -0.052 -0.575 -0.050 -0.551

경력 -0.006 -0.592 -0.008 -0.698 -0.007 -0.646

학력 더미(고졸) 0.315 1.225 0.314 1.233 0.216 0.836

학력 더미( 졸) 0.174 0.473 0.173 0.475 0.062 0.169

농외소득 -0.195 -0.826 -0.218 -0.931 -0.282 -1.203

다른농사 0.271 1.254 0.323 1.494 0.329 1.537

재배면 0.000 1.049 0.000 1.141 0.000 1.212

낙 주의 0.157 0.529 0.155 0.526 0.221 0.744

신뢰 0.082 0.802 -0.895 -1.494 -1.064 -1.778*

(신뢰)2 0.137 1.655* 0.158 1.915*

도매시장 납품비율 -0.909 -1.719*

직거래 비율 -0.665 -0.965

Log-sigma 0.275 4.761*** 0.213 3.605*** 0.201 3.395***

Log-likelihood -231.152 -233.393 -231.619

McFadden’s

PseudoR2
0.021

0.026

(∆R2=0.05)

0.034

(∆R2=0.08)
측치

(left-censored)

143

(0)

<표 35> 과 이행 결정 분석 결과

*유의 수 *:p<0.1,**:p<0.05,***:p<0.01

모형 9에서 보여주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연령이 높을수록 계약을 하더라도 게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회

주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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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같이 신뢰와 이행율의 계를 나타낼 수 있다.신뢰가 4

인 경우보다 5 인 경인 경우가 이행율이 더 높고,신뢰가 2 인 경우

보다 1 인 경우가 이행율이 더 높은 것을 보여 다.이것은 신뢰가 아

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농가의 기회주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신뢰가 보통인 경우가 신뢰가 낮은 경우보다 농가가 신뢰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반 로 신뢰가 보통인 경우가 신뢰가 높은 경

우보다 농가가 신뢰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신뢰가 높은 경우는

산지유통센터에 해 신뢰도가 보통보다 높은 농가들은 기회주의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신뢰가 낮은 경우 기회주의 행동을 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그림 14>신뢰와 이행율의 계

마지막으로 모형 8의 분석 결과는 도매시장 납품 비율이 높을수록

과 이행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 다.반면 직거래 비율과 과 이행

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실은 농가들이 도매시장

가격을 보면서 계약 이외의 물량을 산지유통센터에 납품할 것인지 말 것

인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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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은 과 이행 결정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분석

한 결과이다.모형 9에서 연령이 평균 58세의 농가를 기 으로 10세가

많은 농가의 경우 과 이행률이 25% 증가할 것이며,도매시장 납품비

율이 12%에서 1%씩 증가할 때 과 이행율은 8% 감소할 것이다.

모형7 모형8 모형9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한계효과 t값

연령 0.031 2.100** 0.031 2.078** 0.025 1.685*

자녀 수 -0.059 -0.707 -0.048 -0.575 -0.046 -0.551

경력 -0.006 -0.592 -0.007 -0.697 -0.006 -0.646

학력 더미(고졸) 0.290 1.225 0.290 1.233 0.200 0.836

학력 더미( 졸) 0.160 0.473 0.159 0.476 0.057 0.169

농외소득 -0.179 -0.826 -0.201 -0.931 -0.260 -1.202

다른농사 0.249 1.254 0.298 1.494 0.304 1.536

재배면 0.000 1.049 0.000 1.141 0.000 1.212

낙 주의 0.145 0.529 0.143 0.526 0.204 0.744

신뢰 0.076 0.802 -0.825 -1.493 -0.983 -1.777*

(신뢰)2 0.126 1.655 0.146 1.914*

도매시장

납품비율
-0.840 -1.719*

직거래 비율 -0.614 -0.965

<표 36> 과 이행 결정 모형의 한계효과

<표 37>과 같이 과 이행율 결정 모형의 가설 에서 세 가지 가설

이 채택되었다.첫 번째 연령이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것과 반 로 연령이 과 이행율 결정에 정(+)의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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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 신뢰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신뢰 수가 높은 그룹에서는 신뢰가 과 이

행율 결정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세 번째 직거래 비

율이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가설 채택 여부

3-1
농가의 연령은 과 이행율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

다.
반 채택

3-2
농가의 자녀 수는 과 이행율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3-3
농가의 경력은 과 이행율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

다.
기각

3-4
농가의 학력은 과 이행율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

다.
기각

3-5
농외소득이 있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없는 농가에 비해

과 이행율이 낮을(-)것이다.
기각

3-6
사과 이외의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는 짓지 않는 농가에

비해 과 이행율이 높을(+)것이다.
기각

3-7
농가의 후지 사과 재배면 은 과 이행율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기각

3-8
농가의 낙 주의 태도는 과 이행율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9
산지유통센터에 한 농가의 신뢰는 과 이행율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3-10
도매시장 납품 비율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1
직거래 비율은 과 이행율 결정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37> 과 이행율 모형의 가설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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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합 추가 분석

추가분석을 통해서 험 회피도,낙 주의 태도와 련이 있는 농가특

성을 검토하겠다.이로서 농가특성이 직 으로 계약 선택에 향을 주

지 않지만 의 변수들을 통해서 간 인 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신뢰와 련이 있는 농가의 특성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해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orderedlogisticregression)분석을 하 다.그러나 <표

38>과 같이 농가의 특성에 따라서 산지유통센터에 한 신뢰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뢰가 개인 특성이 아니라 상 방과의 계에

서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특성과 련 없었다.

추정치 Z값

연령 0.012 0.706

자녀 수 0.104 0.967

경력 -0.013 -1.063

학력 더미 고졸 -0.101 -0.332

학력 더미 졸이상 0.011 0.025

농외 소득 0.226 0.825

다른 농사 -0.175 -0.698

재배면 0.000 -0.289

log-likelihod -310.767

<표 38>신뢰와 농가 특성의 계 분석

투입조 험 회피도와 련이 있는 농가의 특성이 무엇인지 검토하

기 해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 다.분석 결과는 <표 39>

와 같다.투입조 험 회피도에 향을 주는 변수는 자녀 수,학력,다

른 농사를 짓는지 여부이다.자녀 수가 을수록 험 회피 인 태도 지

니며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농가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가가 험 회피 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다른 농사를 짓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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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다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가 험 회피 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방식은 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지니므로 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농가가 사과농사만 짓지 않고 다른 농

사도 함께 짓는다고 볼 수 있다.다른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 자녀 수가

직 으로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투입 조 험 회

피도를 통해서 간 으로 계약 결정에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정치 Z값

연령 0.019 1.080

자녀 수 -0.232 -2.144*

경력 0.007 0.546

학력 더미 고졸 -0.657 -2.152*

학력 더미 졸이상 0.025 0.058

농외소득 0.194 0.712

다른 농사 0.422 1.679*

재배면 0.000 0.464

log-likelihod -318.743

<표 39>투입조 험 회피도와 농가 특성의 계분석

낙 주의와 련이 있는 농가의 특성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해서 회

귀 분석을 하 다.분석 결과는 <표 40>과 같다.낙 주의 태도에

향을 주는 변수는 자녀 수,경력,다른 농사를 짓는지 여부이다.자녀 수

가 을수록 비 인 태도를 지니며 사과를 재배한 경력이 많을수록 비

인 태도를 지닌다.다른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보다 다른 농사를 짓

는 농가가 낙 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과 재배면 이

넓은 농가일수록 낙 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자녀 수,다른 농사를

짓는지 여부,재배면 은 직 으로 계약 결정에는 향을 주고 있지

않았지만 낙 주의를 통해 간 으로 계약 결정에 향을 주고 있었다.



- 71 -

추정치 t값

연령 -0.005 -1.470

자녀 수 -0.047 -2.151**

경력 -0.005 -2.026**

학력 더미 고졸 -0.022 -0.359

학력 더미 졸이상 -0.133 -1.517

농외소득 0.076 1.360

다른 농사 0.098 1.927**

재배면 0.000 2.092***

R2 0.139

F값 4.29***

<표 40>낙 주의와 농가 특성의 계 분석

농가의 계약과 련한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보면

<표 41>과 같다.계약 선택에 연령과 경력,낙 주의,신뢰가 향을 미

친다는 바가 기존 연구와 동일하며,자녀 수,학력,농외소득,다른 소득,

재배 면 ,신뢰와 계약 선택의 계에서 험 회피도의 조 효과 등은

기존 연구와 달리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그리고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보다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농가가 평당

계약 물량이 더 많을 것이며,낙 인 농가보다 비 인 태도를 가진

농가가 평당 계약 물량이 더 많았으며,산지 유통센터에 한 신뢰가 높

은 농가가 신뢰가 낮은 농가보다 평당 계약 물량이 많았다.그런데 신뢰

가 상 방이 기회주의를 택할 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험 회피

도가 높은 농가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지 않

았다.자녀 수,다른 농사를 짓는 여부는 투입조 험 회피도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 계약 결정에 간 인 요인이 되며,재배면 은 낙 주의

태도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 계약 결정에 간 인 요인이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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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선택

평당

계약물량

결정

계약 결정에

직간 향
연구가설

연령 (+) · 직 (+)

자녀 수 · · 간 (+)

경력 (+) · 직 /간 (+)

학력더미 고졸 · (+) 직 /간 (+)

학력더미 졸

이상
· · · (+)

농외 소득 · · · (+)

다른 농사 · · 간 (-)

재배면 · · 간 (+)

낙 주의 (-) (-) 직 (-)

신뢰 (+) (+) 직 (+)

재정 험

회피도
· · · (+)

투입조 험

회피도
· (+) 직 (+)

재정 험

회피도가 높은

그룹에서 신뢰의

효과

· · · 어듬

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그룹에서 신뢰의

효과

· 어듬 · 어듬

<표 41>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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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42>와 같이 신뢰 수,투입조 험 회피도 수에

따라서 농가의 계약 물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검토하 다.신뢰 수가

1 일 때 농가의 계약 물량이 평균값이 125상자(1상자 17kg기 )이며 2

일 때 1,137상자,3 일 때 505상자,4 일 때 442상자,5 일 때 577상

자이다.가장 높은 수와 가장 낮은 수 사이의 계약 물량의 차이는

452상자이다.농가의 계약 물량은 투입조 험 회피도가 1 일 때 427

상자이며 2 일 때 201상자,3 일 때 461상자,4 일 때 702상자,5 일

때 532상자이다. 험 회피도가 5 과 1 일 때 계약 물량의 차이는 104

상자이다.투입조 험 회피도가 높은 농가일수록 계약 물량이 많았다.

1 2 3 4 5 5 -1

신뢰 125 1,137 505 442 577 452

투입조

험 회피도
427 501 461 702 532 104

<표 42>신뢰도 투입조 험 회피도 수에 따른 계약 물량

(단 :상자/17kg)

낙 인 태도를 지닌 농가의 평균 계약 물량은 431상자이며 비

인 태도를 지닌 농가의 계약 물량은 632상자이다.낙 인 태도를 지닌

농가와 비 인 태도를 지닌 농가의 계약 물량의 차이는 191상자이다.

비 인 태도(<0) 낙 인 태도(>0) 차이

낙 주의 623 431 191

<표 43>낙 인 태도에 따른 계약 물량

(단 :상자/1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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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소결론

이 연구는 이 연구의 목 은 농가의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농가들의 계약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선행 연구를 기 로 매 계약 결정 모형을 세웠고 종속 변수는

매 선택과 평당 계약 물량이며 두 가지 모형이 각각 검토되었다.농가

설문으로 220개의 측치를 확보하여 분석하 다. 매 선택 요인이

로빗 모형으로 검증되고 평당 계약 물량 결정 요인이 토빗 모형으로 검

증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령,경력,낙 주의,신뢰는 계약 선택에

향을 주었으며,학력,낙 주의,신뢰, 험 회피도가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었다.50∼60 연령의 농가에 비해 60세 이상 는 50세 이하

의 농가는 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낮았다.사과 재배 경력이 길수록,산

지유통센터를 신뢰할수록, 험 회피 일수록,낙 이지 않을수록,고

등학교 졸업한 학력을 가진 농가가 계약을 선호하 다.자녀 수,다른 농

사 여부,재배 면 은 낙 주의를 통해서 간 으로 계약 결정에 향

을 주었다.자녀 수가 많을수록,다른 농사를 짓지 않을수록,후지 사과

재배 면 이 을수록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신뢰와 평당 계

약 물량의 계를 투입조 험 회피도가 향을 주었다.즉, 험 회피

도가 높을 집단에서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지 않았으며

험 회피도가 낮은 집단에서 신뢰는 평당 계약 물량에 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첫째 실무 으로 계약을 선호 하

는 농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연령이 50∼60 이며 사과 재배 경력이

21년 이상인 농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농가,다른

농사를 짓지 않고 후지 재배 면 이 3,400평 이하인 농가들은 계약을 선

호하는 그룹이므로 계약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둘째,계약 홍보의

강조 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매 계약과 도매 시장의 평균 가격을 비

교하기보다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특히

도매시장에서 평균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확률이 제시된다면 낙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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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태도를 지닌 농가들과 험 회피 인 농가들의 계약이 진될 것이

다.셋째 이론 시사 은 농가가 계약 결정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검토되었다는 이다.특히 거래 비용 이론을 기 로 하는

신뢰와 리인 이론을 기 로 하는 험 회피도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여

산지유통센터에 해 신뢰가 낮음에도 계약을 선택하는 농가와 험을

선호하지만 계약을 선택하는 농가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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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에세이 II: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에

한 소득효과

제 1 서 론

에세이 I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험 회피도는 계약 결정에 향을 미

친다. 험 회피도는 효용 함수가 굽어진(curvature)정도를 나타낸다.

효용 함수가 많이 굽어져 있을수록 농가는 가격 변동성을 고정 가격으로

환시키는데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할 의사를 가진다(RobisonandBarry,

1987).농가 효용 함수의 라미터인 험 회피도와 생산 함수를 구한다

면 유통인은 효율 인 인센티 를 설계할 수 있다(Hueth andLigon,

2002).이러한 에서 험 회피도 산출은 통 이면서도 요한 연구

주제이다.

기존 연구 에서 수입에 한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

는 실험 인 방법으로 험 회피도를 산출한 연구(임청룡 외,2015,지

서와 김태균,2012,PenningandSmidts,2000,Frankenetal,2014),실

제 행동인 농산물 생산 투입량 결정으로 험 회피도를 산출한 연구

(SahaandShumway,1994,권오상,2002,Saha,1997)가 있다.실제 행

동으로 험 회피도를 산출할 수 있다면 실험 인 방법보다 결과의 신뢰

성이 높다.농가의 투입량 자료로 생산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료가 없다고 해서 험 회피도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가 많지 않을 뿐이다(Antle,1989).단지, 험 회피

도와 소득 간의 계를 알고자 한다면 농가가 매 계약을 선택한 자료

로 헷징 모형을 활용해서 충분히 험 회피도를 구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매우 쉽고 유용한 평균-분산 식으로 효용 함수를 나

타낸다.이 식은 1959년 Markowitz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간단하지만

한계를 가진 식으로 인식되었다.효용 함수가 2차 함수인 경우거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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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변수를 간단하게 결합시킨 분포로 가정한 경우에만 일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에서 활용 범 의 한계가 있는 식으로 인식되었었다

(Chamberlain,1983).그러나 Mayer(1987)가 무선 변수를 모든 분포에서

용 가능한 평균과 표 편차라는 두 가지 라미터의 계로 변환시키

면서 더 넓은 범 의 경제 의사 결정 문제에 평균-분산 식을 용할

수 있게 되었다.나아가 (absolute) 는 상 (relative) 험 회

피도를 평균과 표 편차라는 두 가지 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음을 증

명하고(Meyer,1987),감소하는 험 회피도(decreasingabsolute

riskaversion)를 두 가지 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증명(Lajeriand

Nielson,2000,EichnerandWagener,2003)함으로써 평균-분산 식이 효

용 함수를 가정한 식에 가깝게 되었다.

이 연구는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와 소득의 계를 검토하고자 한

다.이를 해 평균-분산 식의 효용 함수로 헷징 모형 수식을 세운 후에

산지유통센터와 계약한 농가의 데이터로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를 구

하고 소득과의 계를 검토하겠다.

제2 이론 인 배경

1.Arrow-Pratt 험 회피도

험 리미엄(riskpremium)은 소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한

소득을 얻기 해서 농가가 기꺼이 지 할 수 있는 액을 말한다.불확

실한 소득의 기댓값에서 험 리엄을 제외하면 재의 확실한 소득이

되며 이것을 확실성 등가(certaintyequivalent)라고 한다(Chavas,2005,

RobisonandBarry,1987).

확실성 등가와 험 리미엄의 계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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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성 등가

a:불확실한 소득

 : 험 리미엄

기 효용 이론에 따라서 불확실한 소득의 기 효용과 확실성 등가

의 효용은 같은 값을 가진다.확실성 등가는 험 리미엄을 제거한 소

득과 동일하므로 (2)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험 리미엄 R을 구하기 해서 식(2)가 테일러 수(Tayorseries)

로 근사 시킨다.테일러 수는 값(value)이 주어졌을 때 함수(function)

를 도출해 내기 때문에 주어진 값 주변(locally)에서만 설명력이 있는 함

수를 방식이다.E(a)의 주변에서 효용 함수 U(.)의 형태를 알 수 있다.

(3)      ′ 

 ″  

   

 ″



(4)   ′ 

(2)에 의해서 (3)=(4)이므로 R에 해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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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험 회피도


 :소득 a의 분산

의 식과 같이 험 회피도(absoluterisk aversion) 는

E(a)지 에서 1계 미분 효용 함수에 한 1계 미분 효용 함수의 비율로

표 된다.

상 험 회피도(relativeriskaversion)는 험 리미엄을 기

소득으로 표 화 해 값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의 식과 같이 상 험 회피도는 험 회피도에 기 소

득을 곱해 값으로 표 된다.

험 리미엄을 확률 분포를 가진 무선 변수인 소득은 험이 제거

된 확실성 등가로 나타낼 수 있었다.다시 소득의 확실성 등가는 험

회피도,소득의 평균과 분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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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보여주듯이 확실성 등가가 동일한 소득의 평균과 분산의

계를 보면,분산이 증가하게 되면 평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며 반 로

분산이 작은 소득은 평균 소득이 감소하는 계를 보여 다.

2.헷징 모형(Hedgingmodel)

Federetal.(1980)은 경쟁시장에서 농가가 불확실한 가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상품(commodity) 일부를 선물 시장(futuremarket)에

매하는 모형을 통해서 헷징 모형을 만들었다.상품 선물 시장의 가격은

생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결정되며 수확기에 와서 시장 가격(cash

marketprice)과 동일해진다.헷징 모형은 농가가 두 시장 에서 어느

시장을 선택할 것인지에 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FJS의 식에서 농가의 이윤은 선물 시장에 매한 수입과 시장에 매

한 수입을 더한 값에 생산 비용을 제외한 값이다.여기에서 농가가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총 생산량과 선물 시장에 얼마의 물량을 팔 것인가에

한 것이다.두 조건에 해서 1계 미분하여 만들어진 식이 동일하므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농가의 생산비와 선물 시장 가격이 동일할 때 농가

는 자신의 험을 모두 헷지할 수 있다고 한다.이때 생산량은 증가하는

오목(increasingconcave)함수이며 비용함수는 증가하는 볼록(increasing

convex)함수이고,농가가 생산비가 일정한(constant)한 가운데 농가가

투입량을 조 할 수 있다고 제한다.

Meyer와 Robison(1988)은 FJS의 식에서 농가 소득을 두 가지 라미

터인 평균과 표 편차로 변환시켜서 농가의 기회 집합(opportunityset)

을 그림으로 보여 다.이것은 선물 시장의 가격과 평균 시장 가격간의

차이가 농가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지 보여 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쟁 시장에서 농가는 이윤()의 기 효용을 극 화하기 해서

총상품량 Q와 선물 시장에 팔 물량 Y를 결정한다.상품 가격 P는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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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물 시장 가격은 F로서 고정되어 있다.비용함수는 C로 결정되어

있으며 상품량 Q에 의해 결정된다.′  이고,″  이라고

가정된다.농가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max  

의 식을 Meryer(1987)이 증명하 던 두 개의 라미터로 기 효용

함수가 표 될 수 있다.

     

   평균

  의 표 편차

 ∼  

농가의 이윤의 평균과 표 편차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을

평균에 해 미분한 값과 분산에 해 미분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효용 함수의 선 S가 된다.

   









 



의 선 함수에서 농가가 자신이 생산한 상품 에서 얼마나 선물

시장에 팔 것인지가 결정된다.다시 농가 이윤의 평균과 분산식을 표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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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장 가격의 평균과 분산으로 이윤의 평균과 분산식이 만들어졌다.생

산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 Y를 결정하는 식을 만들어서 효용함수

의 선을 만들 수 있다.이윤의 평균을 Y로 편미분한 값을 분자로 이윤

의 분산을 Y로 편미분한 값을 분모로 하여 구한 값이 이윤의 표 편차

의 변화량에 한 평균의 변화량이 될 것이다.




 





 

 

농가가 험 회피 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시장 가격의 평균보다 선물

시장 가격이 낮을 때 험 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험을 헷지할 것

이기 때문에 의 기울기는 (+)값을 가지게 된다.불확실성 하에서 농가

의 선택을 의 기울기를 활용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5>헷징으로 만들어진 기회집합

*출처 :MeyerandRobison,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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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과 같이 농가는 모든 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이윤이 가

격에 의해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효율 인(frontier)기회 집합이

선과 같이 표 된다.가격 변동성이 같은 경우 농가는 가장 평균이 높

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평균이 같은 경우 농가는 변동성이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농가가 자신이 생

산한 상품 모두를 헷지한다고 했을 때 시장 가격 변동성이 0인 값을 선

택하게 되므로 Y를 F가격에 매한 이윤이 곧 편이 된다.기울기 S는

의 식에서 결정되었다.Y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농가의 결정은

≤  ≤  사이에서 결정된다.Y의 결정량에 따라서 선과 효용

곡선이 만나는 이 생기고 이에 따라 효용곡선의 모양을 계산해 낼 수

있게 된다.이러한 매 계약은 생산이 완료되기 에 매 물량을 결정

하고 수확기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므로 선물 시장과 같이 시장

험을 헷징하도록 해 다.이에 헷징 모형을 용하여 농가의 생산 물

량 에서 매 계약 물량 결정을 가지고 험 회피도를 계산하도록 하

겠다.

제3 연구 방법

농가와 농 산지유통센터와의 후지 사과 계약은 4-7월에 이루어지며

사과 입고 선별은 10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루어진다.농 이

가격결정 원회를 열어서 10월 15일 후로 가격을 결정하며 다음해 4월

에 농가에게 정산한다.사과 가격은 등 에 따라 결정되며,<표 44>과

같이 무게와 색택 당도를 기 으로 사과 등 을 총 11단계로 나 다.

무게 등 은 15kg상자 당 과일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39내 등 이

높고 99내 등 이 낮은 등 이다.색택 당도에 따라서 A,B,C등

으로 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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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등 색택 당도 등

39내 :39과수/15kg

49내 :49과수/15kg

59내 :59과수/15kg

69내 :69과수/15kg

79내 :79과수/15kg

89내 :89과수/15kg

X

A:75%이상 붉은색,12brix이상

B:60%이상 붉은색,12brix이상

C:50%이상 붉은색,10brix이상

후과 :C등 에 미달하는 과수, 과,상처난

과수 등

<표 44>사과 등 기

*출처 :충주 거 산지유통센터,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가는 매 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이 상되는 물량의 일부분을 농

산지유통센터와 계약한다.즉 미리 험을 분산하기 해 계약 물량

을 정하고 나머지를 다양한 매 경로를 활용해서 매한다.농가의 계

약물량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될 수 있다.경쟁 시장에서 농가

는 사과 가격이 랜덤하게 결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다음과 같이

이윤의 기 효용을 극 화하기 해 농 산지유통센터와의 계약 물량

을 결정하게 된다.

(5) max

단,     

 생산량

 농협와계약량

 시 가격

 농협 가격

 생산비용함수

단,′ ″  

농가는 상되는 생산량 Q 에서 Y를 농 산지유통센터와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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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나머지 Q-Y를 시장 가격 P에 매하게 된다.C는 생산비용 함

수로서 Q에 의해서 결정된다.Y가 생산이 완료되기 에 결정되기 때문

에 C에 향을 미칠 수 있지만 F가 수확기에 등 별로 결정되므로 계약

체계 내에 인센티 가 작동하므로 농가가 생산비용을 이는 행동을 선

택하지 않는다고 본다(LaffontandMartimort,2001).농가의 이윤을 결

정하는 식에서 확률분포를 갖는 랜덤변수는 시장가격 P이다.시장 가격

P는 다음과 같이 평균과 표 편차의 두 가지 라미터로 나타낼 수 있

다(Mayer,1987).

   , ∼  


농가 이윤의 평균과 분산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농가의 이윤에 한 기 효용을 이윤의 평균과 분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기 효용 함수를 이윤의 평균과 분식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기 효용 함수를 가정하고 미분하는 것보다 다루기 쉽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다(EichnerandWagener,2005).기 효용을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max

max 



농가가 Y를 얼마나 결정하느냐에 한 기 효용의 극 화이므로

식을 Y 하여 1계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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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풀어주면 다음 식과 같다.

(7)


개별 농가의 험 회피도 는 농가가 농 산지유통센터와 계약하는

물량 Y를 늘릴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의 식을 바탕으로 농가별 험 회피도를 구하는 식을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농가 의 험 회피도 는 사과의 등 j에 따른 와 

가 주어진 상황에서 의 결정을 기 으로 구해질 수 있다.

 


  



 

  개별 농가   

  사과 무게 등   

다음으로 험 회피도는 부(wealth)에 한 함수로 알려져 있다.따라

서 험 회피도는 부의 일부를 차지하는 소득의 함수가 되기도 한다.농

가의 소득에 따라 험 회피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오일

러 정리에 의해서 다음의 계식을 세웠다.

(8)  




  득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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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험 회피도의 계가 (0)이면 일정한 험 회피도

(CARA,constantabsoluteriskaversion)를 가지고 (+) 계를 가지면 증

가하는 험 회피도(IARA,increasingabsoluteriskaversion)를

나타내면,(-) 계를 가지면 감소하는 험 회피도(DARA,

decreasingabsoluteriskaversion)를 나타낸다. 체로 생산자들은 소득

이 증가할수록 험 회피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BellanteandSaba,1986).즉,소득이 증가할수록 험에 해서 립

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된다.그리고 소득 증가량이 아

니라 기 부에 따라서 험 회피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기 부가 높은

그룹에서는 DARA가 나타나지만 기 부가 낮은 그룹에서는 IARA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SiegelandHoban,1982).가구(household)의 경

우에는 낮은 소득을 얻는 그룹에서는 IARA가 나타나며 산층에서는

DARA가 나타나고 상류층에서는 약한 DARA 는 거의 CARA가 나타

난다는 보고가 있다(MorinandSuarez,1983).사과 농가의 경우에 소득

이 변화함에 따라서 험 회피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겠다.

제4 분석 결과

1.데이터

데이터는 두 가지 경로로 구하 다.일별 도매시장 경락가격으로 안동

도매시장 내 안동청과합자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가 활용되었

고,농 산지유통센터의 거래 내역으로 충주 거 산지유통센터가 제공

한 계약 가격과 농가별 선별 내역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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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도매시장 경락가격 농 산지유통센터 거래내역

출 처 안동청과 웹사이트 충주 거 산지유통센터

기 간
2013년 10월∼2015년 7월 2014년 10월 ∼2015년 1월

2년 1년

데이터 등 별 평균가격
등 별 계약가격

농가의 등 별 무게

<표 45>월별 도매가격

<그림 16>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 안동 청과

도매법인이 경매한 결과이다.부사 39내 등 이 가장 높은 등 이고 부

사 99등 이 가장 낮은 등 이다.높은 등 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높고

낮은 등 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그리고 4월 이후 장 물량

이 시장에 출하되는 때에 사과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동시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6>등 별 도매시장 경락가격(2013∼2014년)

<표 46>와 같이 도매시장 가격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2014

년 도매시장 가격의 평균은 39내 등 이 2,825원/kg이고 표 편차가

853원이다.가장 낮은 등 인 99내 등 은 973원/kg이고 표 편차가

477원이다.2014년 산지유통센터가 등 별 고정 가격으로 제시한 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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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등 이 2,467원/kg이고 99내 등 의 사과가 1,000원/kg이다.

2014년 도매시장

가격 평균

2014년 도매시장

가격 표 편차

2014년

산지유통센터가격

39내 등 2825 853 2467

49내 등 2626 708 2467

59내 등 2527 737 2600

69내 등 2383 767 2200

79내 등 2268 834 1667

89내 등 2102 874 1667

99내 등 973 477 1000

<표 46>도매시장 가격의 평균과 표 편차

충주 거 산지유통센터의 거래 농가는 303농가이고 이 에서 재배

면 을 공개한 농가는 224명이다.224명의 총 생산 물량을 산출할 수 있

으므로 험 회피도 연구의 상이 된다.산지유통센터와 거래하는 농가

의 재배면 은 평균 4,486평이며 표 편차 2,601평이고 최소 800평에서

최 15,000평 사이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생산 물량이 평균 1256상

자이고 최소 225상자에서 최 4200상자이다.계약 물량은 평균 555상자

이고 표 편차가 389상자이며 최소 35상자에서 최 2,572상자이다.

측치 평균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재배면 (평) 224 4486 2601 800 15,000

생산물량

(상자/15kg)
224 1256 728 225 4,200

계약물량

(상자/15kg)
224 555 389 35 2,572

<표 47>충주 거 산지유통센터 거래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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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결과

도매시장의 가격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농가들의 험 회피도

를 구한 결과,평균은  × 이고 표 편차는 ×으로 나왔

다.최솟값은 ×

이고 ×


이다.이 값은 실험 인 방법

으로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를 구한 지 서와 김태균(2010)연구의 결

과인  × 보다 매우 작은 값이다.그래서 실험 인 방법으로 측정

한 경우 험 회피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측치 평균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험 회피도
224  ×  × ×

 ×


<표 48> 험 회피도

연구 연구 상 연구 방법 험 회피도

양승룡(2002) 한우비육농가
생산함수

투입량 결정
×

권오상(2002) 농가
생산함수

투입량 결정
×

지 서와

김태균(2010)
사과농가 조사실험 ×

Antle(1987),

Antle(1989)
인도 농가 시계열 소득 변동 0.4∼3.272

Sahaetal(1994) 미국 농가
생산함수,

투입량 결정
0.0075

<표 49>기존 험 회피도 연구 결과

양승룡(2002)은 한우 비육농가를 상으로 험 회피도를 구한

결과 ×이고,권오상(2002)이 농가를 상으로 도출한 결과는

×이다.이 연구로 산출된 험 회피도와 두 연구의 결

과를 비교해보면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는 한우 비육 농가보다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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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험 회피도는 단 가 없기 때

문에 해외 연구와 직 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달러와 한화의 단 차

이를 고려한다면,Sahaetal(1994)가 미국 농가의 험 회피

도 0.0075는 국내 사과농가의 험 회피도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험 회피도와 연령 소득과의 계를 검토하겠다.

연령은 평균 62.45세로 연구1의 평균 58세보다 높았다.표 편차는 7.4

세이며 최솟값은 46세이며 최댓값은 82세이다.소득은 평균 45백만원이

고 최소 7백만원에서 최 148백만원이다.

측치 평균값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령(세) 223명 62.45 7.40 46 82

소득(원) 224명 45,724,874 26,586,212 7,099,453 148,070,577

<표 50>연령과 소득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51>과 같다.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험

회피도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아짐에 따

라서 험 회피도는 어들었다.연령에 해서 CARA(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에 해서는

DARA(decreasingabsoluteriskaversion)이다.

추정치 t값

연 령 × -1.294

소 득 × -6.162***

<표 51> 험 회피도와 연령 소득 계

*p<0.1,**p<0.05,***p<0.01

다음은 소득에 따라서 험 회피도의 변화가 있는지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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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험 회피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이것은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험 회피도가 낮다는 의미이

므로 소득이 낮은 농가에 비하여 험 립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소득에 해서 DARA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 5 소결론

기 효용 이론의 기 인 연구로서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를 측

정하고자 하 다.경쟁시장에서 랜덤하게 변하는 가격에 직면한 농가가

기 효용을 극 화기 해서 자신이 생산한 상품 일부를 계약 매

하는 선택하는 헷징 모형로 험 회피도를 계산하 다.데이터는 충주

거 산지유통센터와 도매시장 웹페이지에서 얻었다.효용함수를 직

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루기 쉬운 평균-분산 근법을 활용하 다.

분석 결과, 사과 생산 농가의 험 회피도 평균은

 × ,표 편차는 ×로 계산되었다.이는 우리나라 사과

농가를 상으로 측정한 지 서와 김태균(2010),임청룡 외(2015)의 연구

결과보다 100배 작은 값이다.이러한 결과 차이는 연구 방법의 차이로

보이는데,실험 인 방법으로 측정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할 때 그 값이

달랐다.농가들이 실제 행동과 련한 의사 결정을 할 때와 가상의 상황

에 한 응답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아울러 험 회피

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험 회피도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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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 요약 시사

이 연구의 목 은 농가의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검증하고 농가의 험 회피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는 것

이다.연구 문제를 기 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을 제시하겠다.

① 농가의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특히,

험 회피도가 높은 농가의 경우 신뢰가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

는 정도와 험 회피도가 낮은 농가의 경우 신뢰가 계약 결정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계약 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학력,경력,낙 주의,신뢰이

다.계약 결정에 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 자녀 수,농외소득,다른소득,

재배면 이다.세부 으로 평균 연령인 58세를 심으로 50∼60세 사이

의 농가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이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계약을 선호하지

않으며 반 로 이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계약을 선호하지 않았다. 학교

졸업 이하,고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가 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한 농가가 다른 농가들보다 계약을 선호하 다.사과

농사를 한 경력이 높을수록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서

계약을 선호하는 상의 세그먼트를 알 수 있다.50 ,고등학교 졸업 농

가 에서 귀농한 농가보다 사과 재배 경력이 많은 농가를 상으로

진 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 주의 인 태토를 가지 농가가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약을

진시키기 해서는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고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신뢰는 계약

에 향이 높으므로 산지유통센터가 선별을 공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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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계약 결정의 계를 투입조 험 회피도가 신뢰

와 계약 결정의 계에 향을 다는 결과는 이론 으로 시사 이 높

다.그동안 계약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뢰와 험 회피도가 각각

연구되어 왔으나 함께 검토된 은 기 때문이다. 험 회피도가 높아

서 계약을 하는 부류와 신뢰가 높아서 계약을 선호하는 부류가 나 어진

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③ 농가의 과 이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계

약을 게 하고 나 에 계약 물량보다 과 납품하게 하는 요인

은 무엇인가?

과 이행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신뢰,도매시장 납품비율

이며, 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 자녀 수,경력,학력,농외소득,다른 농

사를 짓는지 여부,재배 면 ,직거래 비율은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이 높을수록 과 이행율이 높게 나타났다.계약 결정 모

형의 결과와 비교해서 해석하면 50 이하는 계약을 선호하지 않고 과

이행하지도 않으며,50~60세 농가는 계약을 선호하며,60 이상의 농가

는 계약 물량을 게 하고 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60 이상 농가의 계약 물량을 높이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신뢰가 간 인 경우에 과 이행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신뢰가 높은

경우에도 과 이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계약 물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 이행에 해서도 가격 인 면에서 패 티가 필

요하다.

③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는 얼마이고 다른 작목과 비교하면 어

느 정도인가?실험 방법으로 측정한 사과 농가와의 험 회

피도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농가가 험을 분산하고자 생산물의 일부를 계약하는 행동인 헷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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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험 회피도를 측정하 다.분석 결과,사과 생산 농가의

험 회피도 평균은  × ,표 편차는 ×로 계산되었다.

이는 상황을 주고 가격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동 실험방법으로 험 회피

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지 서와 김태균(2010))보다 작았다.실제 투입량

결정 행동으로 측정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사과 농가의 험

회피도는 우리나라 한우 비육 농가들보다 낮고(양승룡,2002), 농가보

다 높으며(권오상,2002),미국 농가(Sahaetal,1994)와는 비슷한 수

이다.

최근에는 한 사람의 험 회피도가 모든 분야에서 일반화되는 일정한

라미터라기보다 특정한 범 와 상황에서 나타나는 태도로 간주되어지

고 있는 것이다.농가가 험을 헷징(riskhedging)하는 행동을 가지고

산출된 험 회피도로 계약을 효율 으로 설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④ 소득이 높은 농가의 험 회피도는 낮은 농가의 그것에 비해

어떠한가?

농가의 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험 회피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에 우리나라 사과 농가는 소득에 해서 험 회피도가

DARA(DecreasingAbsoluteRiskAversion)임이 밝 졌다.

제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첫째, 매 계약인 과실출하계약사업이

연구되었다.그러나 이 정책을 용하는데 있어서 산지유통센터 별로 세

부 인 계약 정책이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계약 시기,패 티로 부과

하는 이자율과 기간 등이 산지유통센터의 황에 맞게 용된다.산지유

통센터의 자체 인 계약 정책에 따라서 농가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연

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험 회피도가 1차원으로 측정되었다는 이다. 험 회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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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은 행동에 해 자기 보고(self-report)방식으로 답하도록 하

다.그래서 재정 험 회피도와 투입조 험 회피도가 하나의 개

념으로 묶이지 않았다.하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다차원 인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재해 보험 선택과 매 계약 선택의 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

지 못했다.최근 연구 에 재해 보험으로 보장받는 수 이 높은 농가가

매 계약에 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Duet

al,2015).실제로 2015년 재 과실계약출하사업의 규모는 사과 시장 거

래액의 약 9.5%에 머물고 있는 반면,같은 해에 도입된 생산 험 리

방안인 농작물 재해 보험의 가입률이 76.8%에 이른다.재해 보험의 험

보장성 때문에 매 계약 참여율이 부진한 것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부채/자산이 매 계약 선택에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지 못했

다.농가의 재정 상황과 험 선호 성향이 부채/자산에 반 된다.부채

/자산과 매 계약 선택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부채에 한 응답률이 45% 이하여서 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다른 경

로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부채/자산이 매 계약 선택에 향을 주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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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risk aversion on contract decision 

: Apple marketing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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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includestwoessays.EssayIinvestigateddeterminants

ofcontractdecisionandessayIIexaminedtheeffectofincomeon

riskaversion.

InessayI,therearetwodependentvariables.Thefirstiscontract

choiceandthesecondistheamountofcontractappleper0.3ha.The

firstistestedbyprobitmodelandthesecondisexaminedbytobit

model.Especially,risk aversion and trustto AgriculturalProduts

Processing Center(APC)andoptimism areconsideredasfactorsof

two dependentvariables.These are attitudes toward uncertainty.

Farmerswho arerisk aversepreferfixed priceto random price.

Trustisdefinedaswillingnesstotakeriskthattradepartnershave

opportunisticbehavior.Optimism is considered as theprospectof

good future economic status.Farmers make a contractdecision

accordingtouncertaintypreferences.Thisstudycollected220farmers’

questionnairesaboutapplemarketingdecisionanddemographics.

Theresultsareasfollow.Contractchoiceisdeterminedbyage,

workperiod,optimism,trustandtheamountofcontractappl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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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haisaffectedbyeducationlevel,optimism,trust,riskaversion.It

meansthat50to60yearsold farmersprefermarketing contract

becausetheyprefermorestablefinancialstatusthanyoungerorolder

farmers.Trustdoesnothaveeffectontheamountofcontractapples

inthegroupofhighriskaversionbuttrustinfluencestheamountof

contractapplesin low risk aversegroup.Itmeansthatthereis

interactioneffectofriskaversionbetweentrustandcontractdecision.

Implicationsareasfollow.Practically,contracttargetgroupsare

50to60yearsold,havemorethan21yearsofworkexperience,and

havehighschooldegree.WhenAPC managersconsultwithfarmer,

theyfocuson pricevariabilityinmarket.Iffarmerspreferstable

income,farmerswillbeparticipatedinacontractgroup.Theoretically,

interactioneffectoftrustandriskaversiononcontractdecisionis

revealed.Itexplainsthatriskseekingfarmersorfarmershavinglow

trustwithAPCprefercontract.

EssayIexaminedtheeffectofincomeonriskaversionparameter.

When farmersfacetherandom pricein competitivemarket,they

hedgetheirriskaccordingtotheagreementofshipmentofpartial

appleswhichtheyproduced.Absoluteriskaversionparametercould

be calculated using hedging model in tractable mean-variance

approach.Dataarecollectedfrom 224farmersatChung-jusiand

webpageofAndongwholesalemarket.

Meanvalueofapplefarmers’absoluteriskaversionis × 
.

Standarddeviationis ×.MeanvalueislowerthanJeeand

Kim(2010)’sresultbecauseitismeasuredbyrealmarketingbehavior

whileJeeandKim(2010)usedexperimentmethod.Themeanvalueis

lowerthanoneofcattlefarmers(Yang,2002)andhigherthanoneof

ricefarmers(Kwon,2002)and similarto oneofwheatfarmerin

USA(Sahaetal,1994).Absoluteriskaversiondecreasesaccordin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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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income. Korean apple farmers are DARA(Decreasing

AbsoluteRiskAversion).

Implications are as follow.The firstis thatrisk aversion is

calculatedbytractablemean-varianceapproach.Thesecondisthat

marketing behaviorwhich isdifferentfrom behaviorexperimentis

determinedparameter.Thethirdisthattheparameterwillbeusedto

designefficientincentive.

Keywords : contract, risk aversion, trust, mean-variance

approach,hedging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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