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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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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농업관측사업이란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재배면적,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하여 관

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채소 품목의 경우 주기적

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불거진 양파·마

늘 가격 폭락 사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밀하고

시의성있는 농업관측 고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내년도 농업관측 예산이 85억 원에서 169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으며, 농업관측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이뤄졌던 농업관측의 발전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농업관측 고도화를 논의할 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격

안정화 효과 분석은 농업관측의 사업효과를 계측하는 대표적인 방

법 중 하나로서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계측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



품목과 분석 모형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관측사업 사업효과

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가정을 하고 가격안정화 효

과를 계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사업의 개입시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

했으며,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에는 ARMA-GARCH 모형을 이용하

였다. 이때 농산물의 계절성, 이상기후, 산지폐기, 수입개방 등의 영

향을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고려하였다. 분석 품목은 채소 5대 민감

품목인 양파, 마늘, 건고추, 배추, 무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양파와 마늘은 농업관측사업이 시행되고 5년 내 가격변

동률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배추와 무는 관측사업 이후 가격변동률 수

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격변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고추는 가격변동률 수준에서 유의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도

보이지 않았다.

추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로 차별

화된 전략을 고민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전거래율과 가격안정화

효과 간 상관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농가

보다 산지유통인에 초점을 맞춰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발

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주요어 : 농업관측, 가격안정화 효과, 이상점 탐지(outlier detec

tive),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 ARMA-GARCH

모형, 시계열 분석

학 번 : 2018-2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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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태풍, 홍수, 이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재배가 시작되면 생산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가격변동은 생산자와 소

비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생산자인 농민은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농산

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러한 목

표 아래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왔다.

전통적인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계약재배,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

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

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시장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산물 가격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농업관측사업은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정부 개입을 억제하는 WTO 규제에도 제한받지

않는 효율적인 정책이다(안병일 외, 2017).

농업관측사업이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을 대상으

로 재배면적,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

적으로 관측·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에 대한 예측정보를 농

업인과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과 관

련 종사자는 농업관측정보에 기반하여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절하거

나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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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9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이하 KREI) 내 농업관측팀이 구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999년 1월 농업관측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농업관측 업무

가 수행되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는 농업관측본부로 격상되면

서 농업관측사업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19년 발

표된 2020년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관측 부문은 85억에서 169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농업관측사업의 효과는 정보 수요의 만족도 조사, 가격안정화 효

과,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사회적 후생효과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

분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의 크기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김관수 외, 2008, 2011; 김배성 외, 2014; 김성훈 외,

2015; 안병일 외, 2017). 그러나, 가격안정화 효과 측면에서 특히 배

추, 마늘, 양파 등 민감 품목은 지금까지도 가격 폭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상황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가격 폭락이 발생하면

농업관측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최종적으론 농업관측 사

업예산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측사업의 고도화에 따라

농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농업관측사업의 효과가 나타난 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성, 시장개방, 이상기후, 산지폐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가격안정화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계측하고자 한다. 단

순히 농업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성 폭이 아닌

변화 추세를 봄으로써, 도출된 결과에 따라 관측사업의 고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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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농업관측사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시점에 더욱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관측사업의 효과를 계측함에 있어 농산물 품목별로 사업의 효

과가 정확히 1년 후 나타날 것이라는 단순 가정이 아닌 이상점 탐

지(Outlier detection)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점 탐지 방법 중 하나인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을 찾는 방법으로서, 시계열 상 수준이 달라지는 지점

을 찾아 정책과 같은 영구적인 사건의 개입시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ARMA-GARCH (Autoregressiv

e Moving Average-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

scedasticity) 모형에서는 과거 시차와 관련한 변수들만을 고려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확장형 ARMA-GARCH 모형을 활용하여 농산

물 시장개방, 이상기후, 산지폐기, 농산물의 계절성 등 다양한 요인

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분석에 쓰이는 자료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Korea Agricultural Marketing Information Service, 이하 KAMIS)

에서 제공하는 월별 도매가격이며, 분석 품목은 5대 민감품목이라

불리는 양파, 마늘, 건고추, 배추, 무 5개로 설정하였다. 이 품목들은

농업관측사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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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와 마늘의 가격 폭락 사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농

산업 이슈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는 향후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농업관측 고도화의 방향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농업관측정보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

격에 대한 예측정보 제공은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가격의

변동성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하였으며(Symth, 1973), 정확한 가격

예측정보가 주어지면 의사결정자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

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전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tein, 1981). 농산물 선물시장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미 농업부(USDA ERS)가 발표하는 관측정보가 선물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Milonas, 1987; Irwin et al,

2001; Lehecka G.V., 2014). 국내의 농업관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의 평가’(이용선 외, 2001;

김관수 외, 2008, 2011; 김배성 외, 2014; 김성훈 외, 2015; 안병일

외, 2017)를 제외하면 농업관측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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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에 관한 연구

현재 KREI 농업관측본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중인 농업관

측사업의 사업성과는 관측정보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 가격안정화

효과, 사회적 후생효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농업관측사업의 평

가’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

하고 있다.

이용선 외(2001)는 농업관측사업 초기에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관측사업

의 가격안정화 효과, 사회후생 효과, 소득증대 및 수입대체효과, 학

습효과에 대해 계측하였는데, 국내에서 1999년부터 농업관측사업이

수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연구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때 가

격안정화 효과 분석에는 변이계수가 사용되었으며,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시계열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

다.

이어 김관수 외(2008)에서는 당시 29개 관측품목 중 생산액이 높은

14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화 효과와 사회후생 효과를 계측하였다.

위 연구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에는 월별 변이계수가 사용되었고,

특히 축산품목에 대해서는 자기회귀(autoregressive process)를 고려

한 동태적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였다.

농업관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실질가격 변동률을 종속변수

로 두고 회귀분석하여 관측시행 전과 후의 평균적인 가격변동률 폭

을 계측하기도 하였다(김관수 외, 2011; 김배성 외, 2014; 김성훈 외,

2015). 이때 농업관측사업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으며, 농산물 생산

의 계절성도 반영하기 위해 월별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안병일 외(2017)는 가격과 분산이 동시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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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구조인 ARMA-GARCH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하였다. GARCH 모형은 모든 시

점에서 분산이 동일한 것이 아닌 과거 시점의 변동성에 의존하는

이분산 형태를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 선행연구처럼 관측사

업 전과 후의 평균적인 가격변동률 폭을 계측하는 대신, 추세항을

반영하여 관측사업 이후 가격변동률의 추세 정도를 계측하였다. 하

지만 월별 더미변수 등 농산물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변수는 고

려되지 않았다.

2. 가격 변동성 계측에 관한 연구

농업관측사업 이외의 농·수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시행 전과

후의 가격 변동성을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 강태훈(2006)은 농안기

금을 통한 비축사업이 농산물 가격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GARCH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강태훈(2007, 2008)은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량 변화 등이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GARCH 모형을 통해 계측하였다.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정

책의 효과를 계측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고봉현(2009)은 양식

수산물 출하조절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GARCH 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김관수 외(2018)는 수산업관측사업의 성과평가 보고

서에서 수산물 7개 품목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시계열 분석기법 중

하나인 개입모형(interven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

서 관측사업의 시행을 정책적 ‘개입’으로 보고 가격 안정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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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하며, 세 가지 모형을 적합하여 정책적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품목별 작부체계, 농민들의 초기 적응기간,

정보의 확산 속도 등을 이유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관측사업 도입 후 1년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로 시

계열 상 수준변화(Level Shift)가 나타나는 지점을 찾아 분석을 진행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에는 가격과 분산이 동시에 추정되는

ARMA-GARCH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더미변수를 통

해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을 고려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폭등,

농산물 시장개방, 산지폐기로 인한 가격변화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

서 안병일 외(2017)에서 이용한 GARCH 모형과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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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농업관측사업의 현황을 살펴보

고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준변화 이상점 탐지 방법

과 ARMA-GARCH 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연구에 활용하는 분석 자료를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제 3장에서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농업관측사업

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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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관측사업의 현황

제 1 절 농업관측사업의 개요 및 발전

농업관측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

림업관측) 제1항과 제4항에 의거하여 KREI 농업관측본부가 전담기

관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농업관측본부는 35개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전망 등을 통

해 농업인의 합리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관측본부에서

는 매월 품목별 월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경제 동향을 분

석하여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농업관측센터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고도

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 규모 측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04년부터 웹 조사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SMS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산지기동반 운영 등 정보수집과 확산 측면에서 다양한 시스

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2013년에 농업관측상황실이 오송에 설치되

었고, 2016년에는 ‘농업관측센터’에서 ‘농업관측본부’로 격상됨으로써

조직 규모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그림 2-1>. 이러한 발전과정에

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 예산이 한몫하고 있다. 1999년

9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올해는 8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되었으며, 특히 내년도(2020년) 예산은 85억 원에서 169억 원으로 2

배 가까이 확대되어 농업관측사업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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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그림 2-1> KREI 농업관측본부 연혁 및 고도화 과정

이처럼 예산확대에 따라 고도화가 이뤄지고 조직 규모가 커지는

것은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채소 5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왔

으며, 특히 작년과 올해는 양파, 마늘의 극심한 가격 폭락이 이어져

농업관측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고도화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

는 추후 고도화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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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제공

<그림 2-2> KREI 농업관측본부 예산 변화

단위: 천만 원

제 2 절 농업관측사업의 추진 체계

농업관측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수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예측하는 과정과, 이러한 관측정보를 분

산·활용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로 농업관측본부에서 산지 정보, 저장·소비 정보를 수집하

고 실측 조사를 통해 생육상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사결

과를 집계하고, 재배면적 반응함수, 단수예측함수, 가격(역수요)함수

등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예측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

업관측정보는 관측월보 형태로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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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배포되며 그밖에 동영상 서비스(YTN 뉴스 등), 주요 전문지

보도(농민신문 등), e-mail, 문자서비스, 페이스북, 모바일 앱 등 다

양한 분산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재배면적, 출하 시기 선택 시 정보를 활용하며, 정부에서는 수급조

절을 위한 정책사업에 활용한다.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제공

<그림 2-3> 농업관측정보의 확산(농민신문을 포함한 전문지 보도)

단위:보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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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그림 2-4>, <그림 2-5>는 전문지 보도, 문자 서비

스, 동영상 서비스 등 각 매체별 농업관측정보의 확산 정도를 나타

낸다. <그림 2-3>을 살펴보면 주요 전문지 보도 건수가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300건 수준에서 최근

5년에는 평균적으로 800건 이상의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림 2-4>의

SMS 문자서비스 역시 2006년에 도입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이용자 수는 2만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또한 YTN 같은 뉴스 서비

스가 2007년부터 시작된 이후 현재는 1년에 80회 이상 방송되고 있

다<그림 2-5>. 즉, 농업관측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관측정보의 확산

측면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고도화되어

왔다.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제공

<그림 2-4> 농업관측정보의 확산(SMS 문자서비스)

단위: 제공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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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제공

<그림 2-5> 농업관측정보의 확산(YTN 등 동영상 서비스)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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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 탐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품목별 작부체계, 농민들의 초기 적응기간,

정보의 확산 속도 등을 이유로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측

사업 시행 1년 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간주하였고, 이러한 가

정 아래 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하였다(김관수 외, 2011;

김배성 외, 2014; 김성훈 외, 2015).

농업관측사업이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측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관측월보, 신문 등 다양한 매체로 농민 등 관련 종사자에

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이 시장을 통해 나

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농업관측사업의 효과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의 충분한 확산시스템이 갖춰진 후 시장에서 반

응이 나타나기까지 일반적인 정책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품목별 작부체계, 농민들의 초기 적응기간, 정보의 확산 속

도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1년 뒤를 정책

적 개입시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가정일 수 있다. 각각에 대한 구

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품목마다 독특한 작부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주기부터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5대 민감

품목(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의 재배기간을 살펴보면, <표 3-1>

과 같이 마늘, 양파는 8∼9개월, 고추는 4∼5개월, 배추, 무는 2∼3개

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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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민들의 초기 적응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주산지 분포가 품

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측사업 초기에는 정보확산이 균등하게 이

루어지기 어렵고, 타 산업과 달리 노령인구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단순히 관측정보의 전달만으로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관측월보와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 배포 수를

늘려갔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농업관측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 http://nongsaro.go.kr/)

일률적인 개입시점이 아닌 품목별 적절한 개입시점을 알 수 있다

면 보다 정확하게 관측사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파종 수확 소요기간 기타

양파 8월∼9월 5월∼6월 8∼9개월 ·

마늘 9월∼10월 6월∼7월 8∼9개월 ·

건고추 2월∼3월 7월∼8월 4∼5개월
대부분

소규모농가

배추
3월∼4월

8월∼9월

5월∼6월

10월∼12월
2∼3개월

대부분

포전거래

무
4월∼5월

6월∼7월

7월∼5월

6월∼7월
2∼3개월

대부분

포전거래

<표 3-1> 분석 품목의 파종 및 수확 시기,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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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수준에 항구적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찾는 방법(Fox, 1972; Tsay, 1988)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 정책의 개

입시점을 찾은 뒤 농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하려고

한다. 이 방법은 ARIMA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시,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의 발생 여부는 알지만 개입시점을 모를 때

적합한 방법으로서, 시계열에서의 이상점(Outlier)을 탐지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즉, 한 시점의 관측값이 아닌 시계열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시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이상점을 수준변화

(Level Shift) 이상점이라고 한다. 수준변화 이상점은 식 (1)과 같이

시점 이후 모든 관측값에 동일한 효과 을 더해 주므로 시계열

수준에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 는 특정 시점에서

이상점에 의해 시계열 상 수준변화가 생긴 시계열을 의미하며, 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은 시계열임을 가정한다. 는 자기

회귀와 오차의 이동평균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서, 자기회귀과정에

는 기 이전까지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며, 오차항의 이동평균에는 

차 까지의 과거 오차가 영향을 미친다. 는 과정의 작용소이

며 는 과정의 작용소이다. 는  
을 따르는 백색잡음

이다.

영향을 받지 않은 시계열 를 이용하여 수준변화 이상점이 잔차

      
   ≥ 

  모형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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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에 미치는 영향을 라 했을 때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

이상점의 효과를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이 식

에서 에 대하여 시간 에 대한 와 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계열 상 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세우고 가설검정을

시행하며, 가설검정에는 다음 식 (4)와 같이 우도비검정통계량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s)을 사용한다(Tsay, 1988). 즉, 적합한

ARIMA 모형이 주어지면 가능한 모든 시점에 대해 수준변화 이상

점을 탐지하여 통계량 를 구해 유의한 시점을 찾는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수준변화 이상점 탐지 방법을 시행하여 품목별로 관측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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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RMA-GARCH 모형

본 연구에서 ‘가격’ 변수는 연도별, 계절별, 월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되는 변수로서 시차가 작아질수록 관측자료들 사이의 상

관성은 점점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접근법을 활용하여 가격

안정화 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에는 ARIMA 모형, ARCH 모형,

GARCH 모형 등이 있다.

ARIMA 모형은 1970년대 Box와 Jenkins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로

서 3단계 절차에 따라 가장 적절한 ARMA(p,q) 모형을 선택하게 된

다. 하지만 ARIMA 모형은 시간에 따라 분산이 변하지 않는 등분산

(homoskedasticity)을 가정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 Engle은 시계열 분석에 다수 이용되던 ARIMA 모

형 대신 조건부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가정한 시계열 모형을

제안하였다. 처음 이 모형은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에 관한 것으로서

상수항과 시차가 있는 오차의 제곱으로 조건부 이분산 구조를 나타

내는 ARCH 모형이었다. 여기서 조건부 이분산이란 변동성

(Volatility)과 같은 개념으로 이 모형에서는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RCH 모형을 이용하면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모수가 많아지면 추정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GARCH 모형은 보다 적은 수의 모수를 가지면서 긴 시차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어 기존 ARCH 모형의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GARCH 모형 역시 등분산이 아닌 과거 시점의 변동성에 의존하는

이분산 형태를 띠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GARCH 모형은

ARCH 모형과 달리 오차 분산을 계측함에 있어 시차가 있는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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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곱항 뿐만 아니라, 시차가 있는 오차 분산까지 고려한다는 차

별성을 가진다. 가격에 대한 안정화 효과 분석 시 GARCH 모형은

가격에 대한 평균방정식과 분산방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평균방

정식은 ARMA형태를 띠게 된다(안병일 외, 2017).

  
 



  
  



  평균방정식  

 
 

 



  
 

  



  
 분산방정식  

이때 는 분석 대상의 시계열 자료이며 
는 의 분산을 의미한

다. 와 는 각각 평균방정식의 차수 및 차수를 의미하며 n,

m은 각각 분산방적식의 차수 및 차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ARMA-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관측사업의 가

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적은 모수로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GARCH(1,1)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

다. 만약 위 식 (6)에서 추정계수인 와 의 값이 유의하게 추정된

다면, 이는 시점에 따라 분산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

시점의 분산 및 잔차가 현재의 분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ARMA-GARCH 모형을 통해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ARMA 모

형의 적정 시차(p,q)를 알아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정 시차

선택을 위한 정보기준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BC(Schwarz Bayesian

Criterion)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시차를 적정 시차로 선택하는데, 자기회귀과정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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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의 차수(p)를 먼저 늘려가면서 이동평균인 MA의 과거 차수(q)를

늘리는 식으로 AIC, SBC 값을 비교하고자 한다(안병일 외, 2017).

한편, 안병일 외(2017)에서는 이러한 ARMA-GARCH 모형을 이용

하여 품목별 농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오직

과거 시차의 정보만을 독립변수로 반영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성, 시장개방, 이상기후(태풍, 호우 등), 산지폐기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태풍 및 호우 등 이상기후가 있었던 시기 중

품목별 가격 폭락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 발생시점과 이후 3개월까지를 1의 값으로 처

리하였고 그 이외의 시기는 0의 값으로 처리하였다1). 또한, 1995년

국제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농산물 시장의 수입개방

이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

였다. 이때 수입이 이뤄지는 시기를 1의 값으로 처리하였다.

배추의 경우, 공급량 초과에 따른 산지폐기를 변수로 반영하였다.

산지폐기는 노지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하

나로서 1995년 수급안정화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입되었다. 산지폐기

사업은 농산물의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사업으로서 생산물량 중

일정 물량을 폐기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한다. 배추는 산지폐기사

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농산물 전체 산지폐기

물량 중 67.8%가 배추에 해당하는 물량이다2).

식 (7)에서 는 분석 대상 품목의 월별가격, 는 월별 더미변수,

1) 분석품목(양파, 마늘, 고추, 배추, 무)에 대한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 시기는 최
병옥 외(2015, 5대 민감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를 참고하였다.

2) 배추의 산지폐기에 대한 시행 시기는 안병일 외(2017,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 사업
이 노지채소 가격변동성에 미친 효과 분석)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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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시장개

방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는 산지폐기 시기에 대한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분산방정식인 식 (8)에서 는 관측사업을 나타

내는 더미변수이다.

또한, 농업관측사업 개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인 

와 추세를 나타내는 
를 곱하여 분석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관측사

업 이후에 어떠한 추세에 따라 변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추정계수인 가 음(-)의 값으로 추정된다면, 농업관측사업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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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채소 5대 민감품목이라 불리는 양파, 마늘, 건고추,

배추, 무를 대상으로 위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KAMIS에서 제공하는 월별 도매시장 가

격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고추의 경우 1991년부터 자료가 존재하여

다른 품목보다 데이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343개의 가격자료가

있어 시계열 분석에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계열 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추세를 제거하기 생산자물

가지수를 이용하여 명목가격 데이터(월별 도매가격)를 실질가격 데

이터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4-1>∼<그림 4-5>는 분

석품목에 대한 실질가격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관측

품목
관측 시행시점 KAMIS 월별 도매가격 데이터(수)

양파 1999년 1월 ~ 현재 436개 (1983년 4월 ~ 2019년 7월)

마늘 1999년 1월 ~ 현재 391개 (1987년 1월 ~ 2019년 7월)

배추 1999년 1월 ~ 현재 436개 (1983년 4월 ~ 2019년 7월)

무 1999년 1월 ~ 현재 436개 (1983년 4월 ~ 2019년 7월)

건고추 1999년 1월 ~ 현재 343개 (1991년 1월 ~ 2019년 7월)

<표 4-1> 분석 품목별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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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양파 실질가격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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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마늘 실질가격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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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양파의 실질가격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중 최저가격은 완만한 양상을 보

여주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는

마늘의 실질가격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양파와 비슷한 양상으로

최저가격은 완만한 양상으로 보여주면서 가격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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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건고추 실질가격 변화 추이

<그림 4-3>은 건고추의 실질가격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

파, 마늘과 달리 연중 최저가격이 유지되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으

며,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가격 포

각이 발생하였으며 최근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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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배추 실질가격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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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무 실질가격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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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배추의 실질가격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중

최저가격은 완만한 양상을 보이면서 2000년대 들어서 가격이 하락

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림 4-5>는 무의 실질가격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배추와 비슷한 양상으로 최저가격의 완만함을 보

이면서 2005년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 실질가격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4-2>∼<표

4-6>과 같다.

관측 전 관측 후

기간 1983년 4월∼1998년 12월 1999년 1월∼2019년 7월

표본수 189 247

평균 33338.99 20585.39

표준편차 18803.85 7946.75

최솟값 8462.97 7551.14

최댓값 129473.7 57660.14

왜도 1.51 1.28

첨도 6.84 5.54

<표 4-2> 양파의 관측 전·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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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전 관측 후

기간 1987년 1월∼1998년 12월 1999년 1월∼2019년 7월

표본수 144 247

평균 62605.81 40071.97

표준편차 30202.39 8863.83

최솟값 22209.7 23913.32

최댓값 198394 71630.86

왜도 1.69 0.80

첨도 6.87 3.57

<표 4-3> 마늘의 관측 전·후 기초통계량

관측 전 관측 후

기간 1991년 1월∼1998년 12월 1999년 1월∼2019년 7월

표본수 96 247

평균 529959.6 444606.8

표준편차 136744.5 119313.9

최솟값 281241.9 195958.4

최댓값 854933.1 950104.1

왜도 0.07 0.97

첨도 2.02 5.68

<표 4-4> 건고추의 관측 전·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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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전 관측 후

기간 1983년 4월∼1998년 12월 1999년 1월∼2019년 7월

표본수 189 247

평균 8937.48 8375.61

표준편차 4415.73 3441.80

최솟값 2067.18 2833.90

최댓값 28268.9 19239.02

왜도 1.28 0.73

첨도 5.14 2.92

<표 4-5> 배추의 관측 전·후 기초통계량

관측 전 관측 후

기간 1983년 4월∼1998년 12월 1999년 1월∼2019년 7월

표본수 189 247

평균 15226.83 14495.11

표준편차 6864.05 5792.86

최솟값 5008.78 5263.40

최댓값 48782.32 40846.72

왜도 1.57 1.06

첨도 6.42 4.28

<표 4-6> 무의 관측 전·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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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부터 <표 4-6>까지 각 품목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관측사업 이후 평균과 표준편차가 관측사업 이전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최고가격을 비교했을 때

도 건고추 이외 모든 품목에서 관측사업 이후의 최고가격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건고추의 경우 관측사업 이후의 최저가격은

이전보다 더 낮게, 최대가격은 이전보다 더 높게 나타나 다른 품목

보다 변화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품목 양파 마늘 배추 무 건고추

검정통계량 -5.443 -5.069 -9.448 -8.802 -4.570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표 4-7> ADF 단위근 검정 결과

최종적으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을 통

하여 시계열 자료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성 문제를 검토하

였다<표 4-7>. 검정 결과 모든 품목에 대해 1% 유의수준에서 단위

근의 존재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비정상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분석 품목에 대하여 ARMA-GARCH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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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수준변화 이상점 탐지 결과

먼저 김관수 외(201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이하 PPI, 2015년=100)를 이용하여 명목가격

데이터를 실질가격 데이터로 전환한 뒤, 실질가격 변동률을 가격 변

동성으로 정의한다. 이때 가격 변동률은 실질가격에 로그를 취한 후

차분한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격 변동률의 절대값은 수준

변화 이상점을 찾기 위해 시계열 모형 적합 시 종속변수로 쓰인다.

절대값을 쓰는 것은 변동률이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를 고려

하기 위해서이다. 즉, 시계열 상에서 가격 변동률의 수준이 달라지

는 시기를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 탐지 방법을 이용하여 찾고

자 한다.

 ln  


× 여기서및  은디플레이트된가격

<그림 5-1>∼<그림 5-5>는 품목별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다. 그림

에서 굵은 선은 농업관측사업의 시행 시점을 의미한다. <그림 5-1>

과 <그림 5-2>는 각각 양파와 마늘의 실질가격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굵은 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가격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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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양파의 실질가격 변동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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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마늘의 실질가격 변동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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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건고추의 실질가격 변동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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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배추의 실질가격 변동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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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무의 실질가격 변동률 변화 추이

<그림 5-3>은 건고추의 실질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데, 다른 품목

과 달리 관측 이후에 변동률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오

히려 2010년대 이후부터 변동률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와 <그림 5-5>는 배추와 무의 실질가격 변동률을 보여

준다. 두 품목 모두에서 관측 이후 변동률이 소폭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폼목에 대해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을 탐지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양파와 마늘의 경우 1999년 농업관측사업이 시행

되고 5년 이내에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이 나타났다. 반면 건

고추,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유의한 수준변화 이상점이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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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준변화 시기 Estimate Chi-Square P-value

양파 2003년 4월 -12.122 10.75 0.0010

마늘 2003년 12월 -8.301 7.25 0.0071

건고추 나타나지 않음

배추 나타나지 않음

무 나타나지 않음

<표 5-1>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 분석결과

이상의 결과는 품목별 포전거래와 소규모 농가의 비중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표 5-2>에서 양파와 마늘의 경우 포전거래

비율이 30∼50%인데 반해 건고추, 배추, 무의 경우는 특징적인 차이

가 있다. 배추와 무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 90%까지 포전거래가 이

뤄지고 있다. 김관수 외(2019)에 따르면, 포전계약을 통한 유통방식

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산지 유통인의 요구로 인해 재배면적을 바

꾸게 된다. 재배된 작물은 포전계약을 통해 유통인이 전량 수확해가

기 때문에 농가들은 관측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지 유통인의

요구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엔 농업관측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건고추는 수확 및 출하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작목반 활동이 활발한 품목이기 때문에 포전거래가 이뤄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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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무

포전거래율 54% 36% 0% 74∼94% 70∼96%

<표 5-2> 5대 민감품목 포전거래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또한, 건고추는 나머지 네 품목과 달리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 생

산이 이뤄진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고추 농가의 경우

재배규모가 0.1ha 미만인 농가가 전체 농가 중 평균 72%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류상모 외(2017)에 따르면 재배면

적이 소규모일수록 관행적으로 재배하는 비중이 크고, 대규모일수록

가격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

ARMA-GARCH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ARMA

모형에서의 적정 시차(p, q)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시차 선택에 이용되는 정보기준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BC(Schwarz Bayesian

Criterion)를 이용하였다.

또한 가격에 대한 평균방적식인 ARMA 모형에 수확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산물의 생산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월별 더미변수를 사

용하였다. 이때 ∼은 월별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이며 기준

시점은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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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이 가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이며, 기준 시기는 1995년 1월로 하였다. 따라서 수입

이전은 0, 이후의 기간은 1의 값을 가진다.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배추, 무에 대해서는 더미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태풍 및 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이 양파 생산에 영향을 미친 시기

에 대해서도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고려하였다. 이때, 이상기후가 발

생한 시점부터 이후 3개월 동안은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가

정하에 1의 값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시기는 0의 값으로 설정하

였다.

1. 양파

양파 가격 변동성의 추세를 계측하기 위해 1983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436개의 월별 시계열 가격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이때

양파의 월별가격은 KAMIS의 품목별 도매가격(원/20kg, 상품 기준)

을 사용하였다.

<표 5-3>은 양파에 대한 적정 과거시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RMA(1,1) 모형이 AIC와 SBC 모두

가장 작은 값을 보였기 때문에, 적정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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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AIC SBC

ARMA(1,0) 9022.22 9034.453

ARMA(1,1) 8935.926 8952.237

ARMA(1,2) 8937.926 8958.314

ARMA(2,0) 8955.834 8972.144

ARMA(2,1) 8937.926 8958.314

ARMA(2,2) 8938.379 8962.845

ARMA(3,0) 8940.961 8961.349

<표 5-3> ARMA모형의 적정 시차 분석결과(양파)

한편, 가격에 대한 분산방정식을 나타내는 GARCH 모형은 적은 모

수로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여 널리 쓰이는 GARCH(1,1)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산방정식에서 추세항과 관측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

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곱한 항을 반영하며, 이때의 추정계수는 

로 나타난다. 농업관측의 시행은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한

다. 즉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에서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이

나타난 2003년 4월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 5-4>는 양파의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이다. 평

균방정식과 분산방정식의 과거 시차 항에 대한 모든 추정계수 ,

, , 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세를 반영한, 관측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인 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면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양파의 가격 변

동률이 농업관측사업의 시행과 함께 감소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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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추정값 z-statistic
평균방정식

상수항 () 21933.3 10.69***

 0.7895352 29.58***

 0.4919293 10.04***

월별더미 () 709.9976 1.26
월별더미 () 1029.599 1.13
월별더미 () 974.8085 0.83
월별더미 () -2188.455 -1.69*

월별더미 () -2907.914 -2.03**

월별더미 () -3806.674 -2.11**

월별더미 () -4078.482 -2.13**

월별더미 () -3101.809 -1.73*

월별더미 () 185.4507 0.12
월별더미 () 1889.889 1.48
월별더미 () 598.2687 0.83
이상기후 () 3950.053 1.78*

시장개방 () -2250.995 -0.89
분산방정식

상수항 () 15.76918 75.29***

 0.4917839 5.48***

 0.4006138 7.48***

관측더미 () -0.009179 -3.49***

<표 5-4>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양파)

1)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월별더미는 1월이 기준시점

그밖에 5월에서 9월까지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각각 5%, 10%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반영

하는 추정계수 도 10%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5월에서 9월까지의 추정계수 ∼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 40 -

나타난 것은, 양파의 수확이 5월부터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기후에 대한 추정계수 이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태풍 및 호우 피해로 인해 공급

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다.

2. 마늘

마늘의 경우 가격 안정화 효과의 추세를 보기 위해 1987년 1월부

터 2019년 7월까지 총 391개의 월별 시계열 가격 관측치를 이용하

였다. 이때 KAMIS의 마늘 월별 도매가격(원/10kg, 난지, 상품 기

준)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5-5>는 마늘에 대한 적정 과거시차를 분석한 결과로서

ARMA(1,2) 모형이 AIC와 SBC 모두 가장 작은 값을 보였기 때문

에, 적정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모형 AIC SBC

ARMA(1,0) 8382.11 8394.016

ARMA(1,1) 8374.983 8390.858

ARMA(1,2) 8368.238 8388.081

ARMA(1,3) 8369.976 8393.789

ARMA(2,0) 8378.048 8393.923

ARMA(2,1) 8370.946 8390.789

<표 5-5> ARMA모형의 적정 시차 분석결과(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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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분산방정식에서 추세항과 관측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

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곱한 항을 반영하며, 이때의 추정계수는 

로 나타난다. 농업관측의 시행은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한

다. 즉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에서,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이

나타난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 5-6>는 마늘의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이다. 평

균방정식과 분산방정식의 과거 시차 항에 대한 추정계수 중 을 제

외한 , , , 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표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세를 반영한, 관측사업의 효과를 나

타내는 추정계수인 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면서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마늘의

가격 변동률이 농업관측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감소하였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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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추정값 z-statistic
평균방정식

상수항 () 35831.8 8.74***

 0.8887676 43.06***

 0.0326035 0.55
 -0.211714 -3.46***

월별더미 () 47.26103 0.07
월별더미 () 1509.844 1.35
월별더미 () 4054.174 3.35***

월별더미 () 4854.223 4.30***

월별더미 () 3718.999 2.88***

월별더미 () 704.3444 0.53
월별더미 () -2596.834 -1.68*

월별더미 () -2132.205 -1.35
월별더미 () 4091.476 2.76***

월별더미 () 5030.177 3.98***

월별더미 () 2320.916 2.88***

이상기후 () 2060.754 1.90*

시장개방 () -1103.118 -0.27
분산방정식

상수항 () 16.3554 57.71***

 0.8804161 5.77***

 0.2369996 3.45***

관측더미 () -0.006163 -2.77***

<표 5-6>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마늘)

1)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월별더미는 1월이 기준시점

그밖에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1%

수준에서, 8월에 대한 추정계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는 추정계수 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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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해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마늘이 9월부터 파종되고 6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것

을 감안했을 때 재배시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상기후에 대한 추정계수 이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태풍 및 호우 피해로 인해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다.

3. 건고추

건고추 가격 변동성의 추세를 계측하기 위해 1991년 1월부터 2019

년 7월까지 총 343개의 월별 시계열 가격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이

때 건고추의 월별 가격은 KAMIS의 품목별 도매가격(원/30kg, 화건,

상품 기준)을 사용하였다.

<표 5-7>는 건고추에 대한 적정 과거시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

고추의 경우 AIC는 ARMA(1,3) 모형이, SBC는 ARMA(1,1) 모형이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편성(parsimony)의 원칙에

따라 보다 간단한 모형인 ARMA(1,1) 모형을 적정 모형으로 선택하

였다(이종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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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AIC SBC

ARMA(1,0) 8534.998 8546.511

ARMA(1,1) 8520.588 8535.939

ARMA(1,2) 8517.547 8536.735

ARMA(1,3) 8514.109 8537.136

ARMA(2,0) 8526.447 8541.798

ARMA(2,1) 8521.008 8540.197

<표 5-7> ARMA모형의 적정 시차 분석결과(건고추)

최종적으로 분산방정식에서 추세항과 관측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

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곱한 항을 반영하며, 이때의 추정계수는 

로 나타난다. 건고추의 경우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에서 수준변화

(Level Shift) 이상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사업 시행 시점

(1999년 1월)을 기준으로 값을 추정하여 가격 변동률의 추세를 계

측하였다.

아래 <표 5-8>는 건고추의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이다.

평균방정식과 분산방정식의 과거 시차 항에 대한 모든 추정계수 

, , 가 1% 및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관측

사업의 추세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인 값은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건

고추의 가격 변동률이 관측사업 시행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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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추정값 z-statistic
평균방정식

상수항 () 481267 8.24***

 0.9499793 30.70***

 0.2141735 2.54**

월별더미 () -10120.24 -0.77
월별더미 () -7655.919 -0.43
월별더미 () 3974.143 0.19
월별더미 () 21772.49 0.99
월별더미 () 57909.09 2.60***

월별더미 () 47816.76 2.14**

월별더미 () -37959.52 -1.72*

월별더미 () 12603.37 0.56
월별더미 () 61083.58 2.83***

월별더미 () 55827.56 2.77***

월별더미 () 31108.34 2.38**

이상기후 () 17332.46 0.63
시장개방 () 8906.931 0.20

분산방정식
상수항 () 20.74363 71.52***

 0.3228151 2.43**

 0.3834693 2.45**

관측더미 () -0.0020677 -1.62

<표 5-8>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건고추)

1)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월별더미는 1월이 기준시점

그밖에 6월, 7월, 10월, 11월, 12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1% 및

5% 수준에서, 8월에 대한 추정계수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추정계수 , 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건고추의 가격은 계절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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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배추

배추의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1983년 4월부터 2019년 7월

까지 총 436개의 월별 시계열 가격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배추의 경

우 KAMIS의 월별 도매가격(원/10kg, 상품 기준)을 참고하였다.

<표 5-9>는 배추에 대한 적정 과거시차를 분석한 결과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RMA(1,2) 모형이 AIC와 SBC 모두 가

장 작은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적정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 AIC SBC

ARMA(1,0) 8205.179 8217.412

ARMA(1,1) 8132.674 8148.984

ARMA(1,2) 8126.866 8147.254

ARMA(1,3) 8128.687 8153.153

ARMA(2,0) 8138.771 8155.082

ARMA(2,1) 8128.493 8148.881

<표 5-9> ARMA모형의 적정 시차 분석결과(배추)

한편, 배추의 경우 산지폐기로 인한 공급량의 변화가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산지폐기가 시행된 시점부터 3개

월 동안을 1의 값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시기는 0의 값으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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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병옥 외(2015)에 따르면 산지폐기 중 배추의 비중은 약 70%

이며 배추에 대한 산지폐기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총 21회 시행

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산방정식에서 추세항과 관측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

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곱한 항을 반영하며, 이때의 추정계수는 

로 나타난다. 배추의 경우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에서 수준변화

(Level Shift) 이상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사업 시행 시

점(1999년 1월)을 기준으로 값을 추정하여 가격 변동률의 추세를

계측하였다.

아래 <표 5-10>는 배추의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이다. 평

균방정식과 분산방정식의 과거 시차 항에 대한 추정계수 중 , 을

제외한 , , 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표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세를 반영한, 관측사업의 효과를 나

타내는 추정계수인 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면서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배추의

가격 변동률이 농업관측사업의 시행과 함께 감소해 왔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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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추정값 z-statistic

평균방정식

상수항 () 6043.65 8.85***

 0.6446236 8.55***

 0.2953195 2.63***

 -0.0506829 -0.59
월별더미 () 548.7917 1.34
월별더미 () 1494.426 2.73***

월별더미 () 2331.382 3.7***

월별더미 () 883.1826 1.27
월별더미 () 294.8603 0.43
월별더미 () 2179.2 3.00***

월별더미 () 5132.38 7.24***

월별더미 () 5179.773 7.29***

월별더미 () 1647.455 2.36**

월별더미 () 132.7135 0.20
월별더미 () 98.9357 0.18
이상기후 () -727.0043 -0.97
산지폐기 () -268.0699 -0.71

분산방정식

상수항 () 15.13874 72.17***

 0.3851709 3.43***

 0.1600388 1.26

관측더미 () -0.0065651 -5.65***

<표 5-10>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배추)

1)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월별더미는 1월이 기준시점

그밖에 3월, 4월, 7월, 8월, 9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1% 수준에

서, 10월에 대한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산지폐기에 대한 추정계수 , 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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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배추의 가격은 계절적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무

무 가격 변동성의 추세를 계측하기 위해 1983년 4월부터 2019년 7

월까지 총 436개의 월별 시계열 가격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이때 무

의 월별 가격은 KAMIS의 품목별 도매가격(원/20kg, 상품 기준)을

사용하였다.

<표 5-11>는 무에 대한 적정 과거시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RMA(1,1) 모형이 AIC와 SBC 모두 가

장 작은 값을 보였기 때문에, 적정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 AIC SBC

ARMA(1,0) 8578.466 8590.699

ARMA(1,1) 8540.734 8557.044

ARMA(1,2) 8541.946 8562.334

ARMA(2,0) 8551.117 8567.428

ARMA(2,1) 8541.703 8562.092

<표 5-11> ARMA모형의 적정 시차 분석결과(무)

최종적으로 분산방정식에서 추세항과 관측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

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곱한 항을 반영하며, 이때의 추정계수는 

로 나타난다. 무의 경우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에서 수준변화(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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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이상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사업 시행 시점(1999

년 1월)을 기준으로 값을 추정하여 가격 변동률의 추세를 계측하

였다.

아래 <표 5-12>는 무의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이다. 평균

방정식과 분산방정식의 과거 시차 항에 대한 추정계수 중 을 제외

한 , , 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표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세를 반영한, 관측사업의 효과를 나타내

는 추정계수인 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면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무의 가격

변동률이 농업관측사업의 시행과 함께 감소해 왔다는 것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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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추정값 z-statistic

평균방정식

상수항 () 9892.445 8.89***

 0.5995306 11.94***

 0.4079648 7.47***

월별더미 () 119.7596 0.18
월별더미 () 377.4212 0.35
월별더미 () 2881.265 2.17**

월별더미 () 6199.963 5.01***

월별더미 () 5468.462 4.70***

월별더미 () 4656.831 3.74***

월별더미 () 6019.117 4.76***

월별더미 () 6500.605 5.17***

월별더미 () 5166.866 4.42***

월별더미 () 2718.86 2.43**

월별더미 () 1985.417 2.25**

이상기후 () 6393.596 6.75***

분산방정식

상수항 () 16.11031 105.86***

 0.5075198 5.46***

 0.589577 0.81

관측더미 () -0.0046856 -4.29***

<표 5-12> ARMA-GARCH 모형 추정결과(무)

1)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월별더미는 1월이 기준시점

그밖에 4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추정계수가 1% 또는 5%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및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한 추정

계수 이 1% 수준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난 것은, 태풍 및 호우 피

해로 인해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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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1. 가격안정화 효과와 포전거래율 간 상관관계

<표 5-13>에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분석 품목에 한

해 포전거래의 비중과 가격안정화 효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포전거래율이 높은 배추와 무의 경우는 시계열 상

수준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파와 마늘은 수준변화가 나타났으

며 이후로도 가격의 분산이 줄어들었다.

Level Shift 추세 해석 포전거래율

양파
○

(2003년 4월)
○

시계열 상 수준변화가 나

타났으며 이후 가격의 분

산이 줄어드는 추세

36%

마늘
○

(2003년 12월)
○

시계열 상 수준변화가 나

타났으며 이후 가격의 분

산이 줄어드는 추세

54%

배추 × ○
수준변화는 없지만 가격

의 분산이 줄어드는 추세

고랭지 74%

봄배추 94%

무 × ○
수준변화는 없지만 가격

의 분산이 줄어드는 추세

고랭지 89%

봄무 96%

건고추 × ×

수준변화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가격의 분산이 줄

어드는 추세도 나타나지

않음

0%,

(대부분

1ha 미만

소농)

<표 5-13> 분석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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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화 효과와 포전거래율 간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상관계수

가 –0.88로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6-1>. 이때 가격안정화

효과는 의 절대값으로서 가격의 분산이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낸다.

건고추는 포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상관관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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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포전거래율과 가격안정화 효과 간 상관관계

2. 포전거래 현황 및 농업관측사업 발전 방향 논의

대부분의 유통이 포전거래로 이뤄지는 배추와 무의 경우, 재배면적

이 결정되는 정식기 이전에 포전거래가 시작된다. 즉 정식기 이전에

농업관측정보도 발표되며 포전거래도 동일한 시기에 이뤄진다. 하지

만 배추와 무처럼 매년 관행적으로 포전거래를 하였던 농가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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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농업관측정보보다 포전거래를 담당하는 산지유통인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전창곤 외(2011)에 따르면 파

종 전 거래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식보다 이른

시점인 파종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관측정보에 의한 반응은 더

욱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농가의 입장에서 농업관측정보보다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영세한 개별 농가에서 수확·포

장·저장·운반·경매 등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모두 감당할 수 없으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포전거래는 농가에게 유용한

수단이다. 게다가 산지유통인과 농가 간 포전거래는 대부분 구두계

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은 경우 계약이 이행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농가에서는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

문에 산지유통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황이 바뀐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전거래를 고려하여 농업관측의 발전방향을 논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계약서를 통해 구두계약으로 맺어지는 포

전거래를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포전거래에 대해 표준계약서

작성이 제도화되어있지만 실제 농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

다. 포전거래의 제도화를 통해 거래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포전

거래량이나 계약시기별 거래가격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되며, 이러한

정보는 농업관측사업에서 참고 및 가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농업관측정보의 타켓층을 고려하는 것이다. 배추와 무처

럼 산지유통인에 의해 90%까지 포전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농가보

다 산지유통인에 초점을 맞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

한, 현재 농가 상대로 시행하는 재배면적의향조사와 유사하게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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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실시한다면 관측정보의 생산과 대상

품목의 수급조절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향후 농업관측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관측사업 뿐

만 아니라 포전거래의 예처럼 다른 제도와의 연관성도 고려하여 최

종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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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KREI 농업관측본부에서 주관하는 농업관측사업은 농산물 수급안

정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서, 1991년부터 시행되었

으며 사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은 농업관측사업의 효

과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계측되어 왔

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으로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

지만 관측사업 이후 가격변동률이 낮아졌다는 면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무 등 5대 민감

품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제 농

가들 입장에서는 가격안정화 효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최근에도 양파, 마늘의 생산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는

농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안

으로서 농업관측은 항상 언급되어왔으며, 이번 양파, 마늘 폭락사태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정교한 농업관측에 대한 필요

성 및 국민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내년도 농업

예산에서 농업관측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70억 원으로 발표되

었다. 이는 작년 농업관측사업 예산이었던 85억 원에서 2배나 증가

한 규모이다.

따라서 내년의 농업관측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

되며, 이에 따라 농업관측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그동안 이뤄졌던 고도화에 따라 가격안

정화 효과가 어떠한 추세로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측된

분석결과에 따라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고도화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농업관측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기초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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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5대 민감품목에 대해 가격안

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관측사업의 효과가 나

타나는 시점을 탐지하여 사업의 개입시점으로 보았다. 이때 이상점

(Outlier)을 탐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

탐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안정

화 효과를 계측하였으며, 조건부 이분산을 가정하는 시계열 모형인

ARMA-GARCH 모형을 이용하였다. 가격의 평균방정식인 ARMA

모형에는 월별, 농산물 시장개방, 산지폐기, 이상기후 등의 영향을

더미변수를 통해 반영하였다. 가격의 분산방정식에는 농업관측 개입

시점을 고려한 더미변수와 추세변수를 곱한 항을 통해 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어떤 추세로 나타나는지 계측하였다.

먼저, 수준변화 이상점 탐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

파와 마늘에 대해선 농업관측사업이 시행되고 5년 이내 기간에 시

계열 상 가격변동률 수준에 변화가 있었으며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건고추, 배추, 무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준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고추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인 점, 배추

와 무의 경우 포전거래율이 높은 점 등이 관측사업의 영향을 덜 받

는 원인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양파, 마늘에 대해서는 변화가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ARMA-GARCH 모형으로 가격안정화 효과의 추세를 계측하였고,

건고추, 배추, 무에 대해서는 변동성의 수준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관측사업이 시행된 1999년 1월부터 가격의 분산이 어떤 추세를 가

지는지 계측하였다.

이때, 양파, 마늘, 배추, 무에 대해서는 추세를 반영한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관측사업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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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발전됨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의

미한다. 반면, 건고추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파와 마늘은 관측사업 이

후 5년 이내 기간에 가격변동률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

며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배추와 무의 경

우 관측사업 이후 가격변동률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

후 추세적으로 가격변동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고추의 경

우 가격변동률 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추세적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포전거래율에 따라 품목별로 나눈 것

과 비슷하다. 포전거래의 비중을 살펴보면 양파, 마늘은 30∼50%,

배추, 무는 70∼90%이며 건고추는 0%이다. 또한, 건고추는 1ha 미

만의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는 특징도 있다.

따라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가격변동이 심하고 주기적으로

폭락이 발생하는 5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방식, 농가규모, 작

부체계를 고려한 차별적인 관측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고추

의 경우 타 품목과 달리 포전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대부분이 소

규모 농가인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에서도 건고추의

경우 시계열 상 가격변동률의 수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측사

업 시행 이후에도 다섯 품목 중 유일하게 가격 변동성이 추세적으

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내년도 농업관측에 대한 사업예

산이 두 배 가량 증가하는 시점에서, 포전거래와 소규모 농가의 비

중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양파, 마늘의 경우 시계열 상으로 가격변동률 수준에 유의한

변화가 있으며, 해당 시점 이후로도 추세적으로 가격의 분산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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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파, 마늘 가격

폭락 사태를 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도 농업관측사업에는 드론 활용, 표본확대, 예측모형 고도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관측정보를 이용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추후 농업

관측의 역할은 정밀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다. 더불어 농업관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아니라 본 연구결과는 안정적

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는 농업관측뿐만 아니라 포전거래나 소규

모 농가 비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포전거래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생산자의 효율적인 조직화,

규모화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측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수준변화(Level

Shift) 이상점을 탐지함에 있어 다른 농업정책과의 중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또한 ARMA-GARCH 모형을 통해 가격의

분산방정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변화는 알 수 있지만

가격변동률 변화의 크기를 정확히 계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가정한 관측사업 개입시

점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과 ARMA-GARCH 모형

에서 월별, 농산물 시장개방, 산지폐기, 이상기후 등을 고려하면서

추세를 계측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60 -

참 고 문 헌

김관수·안동환·한성일·민자혜·성재훈(2008),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중

장기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관수·안동환·성재훈(2009), “농업관측정보의 사회적 후생효과

추정”, 농촌경제, 제 32권, 제 5호: 1-16

김관수·이태호·안동환·차원규·김상인(2011), ｢농업관측사업의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한재환·장도환·채상현(2012),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배성·고성보·현창석·고광훈·김충현(2014), 「농업관측사업의 평

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훈·홍승지·명수환·이도경·유주영(2015), ｢농업관측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한재환·장도환·채상현(2012), “농업관측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류상모·김동환 외(2017), ｢주요 채소류의 생산자 특성이 재배면적 결

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식품유통학회.

박기환(2018), ｢원예산업 통계를 활용한 농업관측사업 추진현황과

고도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병일·한두봉·유도일·류재현·이진아(2017) ｢농업관측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병일·최병옥·박미성(2017),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 사업이 노지채

소 가격변동성에 미친 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이용선·김연중·서대석·전상곤·김윤형(2001),「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



- 61 -

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한재환·한은수·이형용·김지연·안병일(2013), ｢고추·마늘 유통

실태와 소비자 구입패턴 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전창곤·최병옥·김동훈(2011),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계약재배 참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신섭·손영숙·성병찬(2016), ｢시계열분석-SAS/ETS를 이용한｣

(4판), 율곡출판사.

최병옥·이용선·박미성·송성환·노호영·한은수·이형용·윤선희·노수정·

김라이(2015), ｢5대 민감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안병일 외(2012), ｢주요 청과물 가격 추세 및 가격변동성의

특징 분석｣, 농업경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시장개방 전후 개방으로 인한 영향 비

교 평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2017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aglook.krei.re.kr

농촌진흥청 농사로(농업기술정보) www.nongsaro.go.kr

Tim Bollerslev (1986).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Journal of Econometrics 31, 307-327.

Ruey S. Tsay (1988). “Outliers, Level Shifts, and Variance

Changes in Time Series”, Journal of Forecasting, Vol. 7,

I-20.

A. J. Fox (1972). “Outliers in Time Seri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Vol. 34, No. 3.

Box, G. E. P., and G. M. Jenkins(1976), Time Series Analysis:



- 62 -

Forecasting and Control revised ed., Holden-Day, San

Francisco

Engle, R. F.(1982),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with Estimates of Variance of United Kingdom Inflation.”

Econometrica, Vol.50, No. 4: 987-1007.

Stein, J. L.(1981), "Speculative price: economic welfare and the

idiot of cha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3, No.2: 223-232

Symth, D. J.(1973), "Effect of Public Price Forecasts on Market

Price Variation: A Stochastic Cobweb Exampl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55, No.1: 83-88



- 63 -

Abstract

Analyzing Price Stabilization Effects of

Agricultural Outlook using extended

ARMA-GARCH model

Munse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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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gricultural outlook organized by KREI Agricultural Outlook

Center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1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licies aimed at stabilizing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And the scale of Agricultural Outlook is steadily

expanding.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analysis, which is noted in this

study, has been steadily measured in previous studies as one of

the methods of analyzing the effects of Agricultural Outlook.

In the preceding studies, the effect of price stabilization was

analyzed by various methodologies, but consistent results were

obtained in that the price fluctuation rate was lowered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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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Outlook. However, price drops occurred periodically

for five sensitive items, including onion, garlic, pepper, cabbage,

and radish.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farmers to easily agree

on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In recent years, prices have

plunged due to overproduction of onion and garlic, which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agriculture. The Agricultural Outlook has

always been mentioned as a cause and alternative to this

situation. The drop in onion and garlic prices is similar.

In other words, the public demand for sophisticated Agricultural

Outlook is increasing, and the budget to be invested in

Agricultural Outlook in the agricultural budget for next year was

announced to be about 17 billion won. This is twice the size of

the 8.5 billion won budget, which was last year.

Therefore, next year's Agricultural Outlook is expected to take

a new turnaround, and it is time to discuss how to improve

agricultural outlook. For this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rend of price stabiliz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that has been made. Based on the measured

analysis results, it is possible to judge the effectiveness of the

advancement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and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Agricultural Outlook.

Based on this necessity, this study analyzed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on five sensitive items. In this study, the

timing of the effect of agricultural outlook was detected and

viewed as the point of intervention. At this time, the level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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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er detection, which is one of the methods for detecting

outliers, was used.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was measured

based on this time point, and the ARMA-GARCH model, which

is a time series model assuming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was used. The ARMA model, which is an average equation of

price, reflects the effects of seasonality, agricultural market

opening, disposal policy, and abnormal climate through dummy

variables. The price variance equation measures the trend of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by multiplying the trend variable with

the dummy variable considering the point of intervention of

agricultural outlook.

The analysis results for level shift outlier detection are as

follows. For onion and garlic, there was a change in time-series

price fluctuations within 5 years after the agricultural outlook

was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uch level

shift for dried peppers, cabbages and radishes. Dried red pepper

farmers are mostly small farmers, and most of the cabbage and

radish are pre-traded in the field. Accordingly, it was interpreted

as being less affected by the agricultural outlook.

Therefore, for onion and garlic, the trend of price stabilization

effect was measured by ARMA-GARCH model. Although the

level of volatility did not change for dried pepper, cabbage and

radish, the trend of price stabilization effect was measured from

January 1999 when the Agricultural Outlook was implemented.

At this time, the estimation coefficient of the dummy variable

reflecting the trend was significantly estimated as a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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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for onion, garlic, cabbage, and radish. This implies that

price volatility has also decreased significantly as agricultural

outlook is implemented and developed. On the other hand, the

dried pepper was not significantly estimated.

The abov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Onion and garlic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price volatility levels within five

years after the agricultural outlook, and price volatility declined

thereafter. In the case of cabbage and radish, there was no

significant level shift in the price fluctuation rate, but the price

volatility decreased gradually after the agricultural outlook. In

case of dried pepp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price

volatility level, nor did price volatility decrease significantly.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divided by the share of

forward contract. Looking at the proportion of these transactions,

onions and garlic are 30-50%, cabbage and radish are 70-90%,

and dried pepper is 0%. Further analysis can be made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rtion of forward contract and price

stabilization effects.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be useful resource to upgrade Agricultural Outlook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tiated strategies by

item when discussing future development plans. In particular,

distribution methods, farm size, and cropping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five sensitive items, which are subject to

severe price fluctuations and plunges periodically. For example,

dried peppers, unlike other items, are not pre-traded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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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e mostly small farmer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ed no change in the level of time-variable price

fluctuations in dried pepper, and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icultural outlook, price volatility did not tend to decrease.

As the project budget for agricultural outlook will double in next

year, Department of agricultural outlook in KREI should consider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this respec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did not complete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with other agricultural policies in

detecting the level shift outliers that the effect of the Agricultural

Outlook has.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variance

equation of price using the ARMA-GARCH model, so that the

trend change is known, but there is a limit in accurately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 change in price fluctuation rate.

However, this study is based on a new approach to the point of

intervention for Agricultural Outlook that has been uniformly

assumed for all items, and the trend is measured in consideration

of monthly, agricultural market opening, disposal policy, and

abnormal climate in the ARMA-GARCH model.

keywords  : Agricultural Outlook, ARMA-GARCH model,

Price stabilization effect, Level shift outlie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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