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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주요과일류의소득변동성의분해와

향요인분석

서울 학교 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공

오 새 라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제 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이후

2000년 들어 칠 ,미국, 국 등 주요국과의 동시다발 FTA로 본격

인 농산물 시장개방 시 를 맞이하고 있다.농산물 시장개방 확 로 인

한 수입의 증가와 농기술 발 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농산물 공

이 늘어나고 세계 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재해·재난 등의

향으로 농가가 직면한 험은 증가하고 있다.아울러 농업투입재 가격 변

동에 따른 농업경 비의 변화,농가교역조건의 변화 등 농가 경 소

득불안정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여러 가지 농형태 에서도 과

수 농가는 상 으로 문화,규모화,자본화 되어 있어 경 비 비 이

높다.그리고 수입과일과의 직 인 경합 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작물

들에 비해 가격 험의 향도 클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수산업 유지의 핵심 품목이자 국 과수

재배 농가의 주요한 소득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사과,포도,복숭아,배,단

감을 심으로 소득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

로 하 다.WTO체제 출범을 후로 가격,단수,소득,소득변동성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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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살펴보고 소득변동성을 분산 분해하여 실제로 발생한 소득변동성이

가격,단수,경 비 변동 어떠한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요인별 비 을

분석하 다.그리고 가격,단수,경 비 이외에 소득과 소득변동성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악하기 해 Justandpope(1978)함수

형태의 소득함수를 추정하 다.이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농가의 소

득안정화를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주요 과수의 품목별 소득변동성

을 분산분해 한 결과 소득변동성은 부분 가격변동과 단수변동으로부터

유발되며 이 사과,포도,복숭아,배는 가격변동의 향이 확연히 두드

러진다.감의 경우 가격과 단수의 향이 거의 동일한 비 을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 시장개방을 후로 하여 사과,포도,감은 가격과 경

비 변동성의 향이 증가하고 복숭아와 배는 단수와 경 비 변동성의

향이 증가했다.

품목별 소득함수를 추정을 통해 가격,단수 등의 향요인들이 소득변

동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특히 지역집 도에 따라 가

격과 단수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해 알아보고

자 했다.가격이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은 복숭아와 배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며 복숭아와 배 모두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의 변화

에 따른 소득변동성의 변화율이 가장 컸다.단수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은 사과와 복숭아에서 유의하다.단수의 상승은 소득변동성을 안정화

하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며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변화율의 크

기가 컸다.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지역집 도

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과 단수의 변화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말 할 수 있다.일반 으로 간재비용의 증가와 농가구입가격지

수의 상승은 평균소득은 감소시키고 소득변동성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쳤다.그리고 노동생산성의 경우 평균소득은 증가시키고 소득변

동성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수 농가의 소득 증진

안정화를 해 필수 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시사 을 도출 할 수 있

었다.첫째,분산분해 결과 과수농가의 소득변동성은 주로 가격변동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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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고 있었다.따라서 과수의 경우 단수 험만을 포함하는 행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격 험까지를 보장하는 수입보험의 형태로 확 ·

개편하는 것이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에 효과 일 수 있다.둘째,가격,단

수의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의 크기와 방향이 품목별 지역별(지역집

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보험 설계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총계 (aggregated)자료 형태인 지역별 품목별 연평

균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 인 효과를 계측하는데 그쳤고,분산분해와 소

득함수추정결과의 연결성이 다소 부족했던 이 한계로 남는다.이는 개

별 농가단 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연결성 있는 분

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향후 과일 뿐 아니라 다른 작물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작물별 향요인들의 효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주요 과일,과일 농가 소득,소득변동성,분산분해,소득함수,

농산물소득조사

학 번 :2014-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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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5년 시장개방 이후 한-칠 (2004),한-EU(2011),

한-미(2012)등과 같은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에 따라 농가에서 직면하는 가격 험이 증가하게 되

었다. 한 늘어나는 수입물량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공 이 늘어나면서 농업 경 소득 불안정의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외에도 농업소득의 하락1)과 변동성 심화,농

업경 비의 증가,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불안정 등과 같이 농업소

득을 하는 농업의 내부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더불어 기후변

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재해발생 등의 자연 인 요소에 의

한 농업 험들도 농가의 생산 기반을 한다.이에 따라 농가의

험 리를 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진 복합

농의 특성으로 인해 품목별 근뿐 아니라 농가단 의 종합

근에 한 필요성도 강조 되고 있다(박 기 외,2014).

다양한 농형태의 농가들 에서도 과수 농가는 상 으로

문화,규모화,자본화 되어 있어 경 비 비 이 높다.그리고 수입과

일과의 직 인 경합 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품목들에 비해 가

격 험 한 클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과수농가 험 리 방안

수립을 해서는 품목별 특성이 악되어야 한다.실제 과수농가들

이 직면한 가격,생산,경 등의 험이 농가의 품목별 소득과 변

동성에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

으로는 지역별・품목별 농가경제 활성화 안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1)1996년 농업총수입의 63%에 해당하던 농업소득의 비 이 2013년 재 33% 하

락함(자료 :농립축산식품 주요 통계 각 연도).



- 2 -

제 2 연구의 목

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목 을 갖는다.

첫째,생산액 기 5 과일인 사과,포도,복숭아,배,단감의 품

목별 가격,단수,경 비 소득의 평균과 변동성의 실태를 악한다.

둘째,시장개방을 후로 하여 품목별로 가격,단수,소득 그리고

소득변동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한다.

셋째,품목별 지역별로 가격과 단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소

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에 해 비교한다.

넷째, 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최근 요한 농가경 안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와 련한 정책 시사 을 도출

하고자 한다.

제 3 연구의 방법 범

품목별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5개 과일의 지역별 소득실

태를 악하고 본격 인 시장개방이 시작된 1995년 WTO 체제 출

범을 후로 소득변동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한 소득변동성 가격,

단수,경 비 변동의 향으로 요인분해하고 품목별,지역별로 나타

나는 특징을 분석한다.추가 으로 가격,단수,경 비 이외 요인들

의 향을 함께 악하기 해 Justandpope(1978)함수 형태의 소

득함수를 각 품목마다 추정하고,이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농

가의 소득안정방안에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수산업 유지의 핵심 품목이자 국 과수

재배 농가의 주요한 소득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과일을 상으로 한

다.생산액 기 으로 상 5개 품목인 사과,포도,단감,배,복숭아

를 선정하 다.생산액 기 으로 볼 때 감귤 한 상 5개 품목에

포함되나 오직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는 품목이므로 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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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행연구 검토

1.소득변동( 험) 향요인에 한 연구

농업소득변동과 련된 연구는 농업경 험에 한 연구들로 주

로 농가단 연구와 품목단 연구로 구분 될 수 있다(박 기 외,

2014).먼 농가단 연구들은 OECD(2009),OECD(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이들 연구는 농가의 경 험 방식으로 농가단 근

법을 제시하며 경 험 유발 요인들의 계를 설명하고 계량분석

사례와 정책의 평가 사례를 제시한다.황의식·문한필(2003)은 IMF

경제 기 이후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하락하 는지 악하고,연령,

소득원천,규모,부채규모별 농가소득 변동 실태를 분석하 다.

황의식·강혜정(2006)은 품목별 근보다 농가단 근을 강조하

며 FTA 체결에 의한 세 감축 철폐에 따른 품목별 피해액과

연계된 농가유형별 소득변동을 분석하기 해 세철폐로 인한 농

업조수입의 감소로 나타나는 농가소득 변동정도를 분석하 다.

국내 품목단 연구들은 과채류 가격불안정성에 해 분석한 김

병률 외(2001),채소농가 소득에 해 분석한 권용 ·최혜화(2006),

김정호 외(2002),주요 과수 소득 분석을 해 과수농가를 상으로

연구한 조재환 외(2005), 생산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험요소들

에 해 분석한 이 만 외(2007)과 김성용 외(2008),조미채소와

의 소득변동성,시설 과채류의 품목별 험 유형화를 연구한 박 기

외(2014)를 들 수 있다.우선 김병률 외(2001)은 WTO체제하 농산물

수 가격안정화 방안 수립을 해 시장개방을 후로 가격불안

정성의 정도를 비교·분석하 는데 사과와 배의 경우 시장개방을

후로 가격 안정성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월평균 가격 사용 시 찰된 품목별 불안정정의 원인을 수입,국내

생산변동으로 분해하여 가격불안정성의 요인을 살펴보았다.권용 ·

최혜화(2006)는 IMF외환 기 후 7개 시설채소 농가의 소득실태를

확인하고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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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외(2002)는 농가 험 리시스템 개발의 차원에서 소득변동요

인을 분석하기 해 단수,가격,경 비,소득의 증감 여부에 따라

농가를 16개 유형으로 나 어 소득감소에 향을 주는 원인을 분석

하고, 험 응과 재배면 간의 계를 상 계 분석을 통해 수행

하 다.조재환 외(2005)는 실제 조사 연구를 진행하 는데,경북지

역 과수농가(사과,배,포도,복숭아)를 상으로 경 험발생 사례

를 악하고,경 험 요인을 농가수취가격과 단수요인으로 세분해

서 과수농가의 조수입 감소유형을 구분하 다.설문응답을 통해 실

제 농가경 주들의 경 험 발생 원인이 주로 자연재해임을 도출

했으며,이에 한 농가의 응방법에 해 조명하 다.이 만 외

(2007)과 김성용 외(2008)는 생산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험요

소를 경제 ,사회 ,제도 으로 구분하여 각 험요소와 련한

태도분석과 함께 험 리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가장 최

근 연구인 박 기 외(201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산분해 방법

을 용한 연구로 품목별 경 험 유형화 분석을 통해 고추,마늘,

양 ,사과는 가격 험이 높고 배,포도,수박,오이,토마토 등 은

비용 험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하 다.

해외연구들은 Benni and Finger(2014), Schmit et al(2001),

Kimura et al(2010)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Benni and

Finger(2014)연구는 스 스의 6개 작물(주로 식량작물)생산농가의

소득변동성을 요인 분해하 고 부분 가격변동성과 단수변동성의

향임을 보 다. 한 험그룹을 유형화 한 뒤 로짓 분석으로 두

그룹의 차이를 분석하 다.Schmitetal(2001)은 분산분해를 활용하

여 뉴욕의 우유 목장의 재정 험의 요인을 분석했고 Kimuraet

al(2010)은 한 분산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보조 변동이 농업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2.소득안정화와 련된 연구

소득안정화와 련된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응용하여 정

책 시사 을 도출하기 함으로 소득안정화정책에 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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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문헌들에 해 검토하 으며 표 으로 최경환 외(2010),정

원호 외(2013),강혜정(2008),박 기 외(2014)를 참고할 수 있다.

강혜정(2008)와 박 기 외(2014)는 국내외 소득안정화정책의 내용

을 정리하고 검토하 다.강혜정(2008)은 OECD 농업 원회 산하의

농업정책 시장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되는 농업분야 험 련 의제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외 농업분야 최 험 리제도 정책 사례

를 조사하 으며 박 기 외(2014)는 국내 농업경 안정 지원정책의

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농업경 안정지원제도를 검토하

여 시사 을 도출하 다.

재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시행 에 있는 농산물재해보험에 해

최경환 외(2010)에서 이것의 실태 성과를 분석하 다.최 손실

가능 액 측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악하 고 로짓모형

분석을 사용해 역선택 도덕 해이 분석을 시도하 다.정원호

외(2013)는 농가경 안정을 한 방안으로서 수입보험,가격보험의

도입필요성,기 효과, 제조건 상품목,도입방향 등의 반

인 내용을 분석하 다.특히,수요자인 농가의 선호를 악하기

해 수입보험에 한 설문을 수행하며 수입보험에 정한 수 의 보

험료 지불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 고 향후 국내 도입방향을 제시하

다.

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이 주로 품목별로 소득변동성을 분석하고 그것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데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의

지역별 소득변동성 분산분해를 통해 주요 소득변동 유발 요인들의

지역별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격,단수,경 비 뿐 아니라 소득에 향을 미치는 추가

인 요인들의 향을 분석하고자 품목별 소득함수를 추정한다.특히

지역집 도를 고려한 가격과 단수의 향을 분석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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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선행연구에 해서 검토한 후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는 주요 과일류의 치와 비 ,생산 조건과 시장 황에

해 살펴보고 농업 험요인들에 해 알아본다.제 3장에서는 분석

방법인 분산분해와 JustandPope(1978)의 근을 활용한 확률 소

득함수 추정 방법에 해 서술하고 연구에 사용한 자료에 해 설

명한다.제 4장에서는 품목별 소득변동의 실태를 악하고 품목별,

지역별 소득 변동성을 분산분해 방법을 이용해 가격변동,단수변동,

경 비변동으로 요인 분해한다. 한 소득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득

의 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한계효과를 분석하고,분

산분해와 소득함수 추정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함의를 논한다.마

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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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주요 과일류의 일반 황

제 1 주요 과일류의 치와 비

지난 25년간 체 농림업생산액에서 과실생산액이 차지하는 비

은 평균 8.6%에 해당하며 사과,포도,감,배,복숭아 순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한다.특히 사과는 체 과실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1990년 30%에서 2000년 이후 10% 로 감소하 으나 지난 10년

간 꾸 히 증가하여 2014년 재 과실 생산액 약 26%를 차지한

다.생산액을 기 으로 볼 때,최근 5년간 농림업의 성장률은 1.9%,

과실류 성장률은 0.6%에 그쳤다.반면 사과(5%),배(6%),복숭아

(15%)는 빠르게 성장하며 과실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표 2-1>주요 과일류 생산액 비

단 :10억 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농림업 39,351.6 39,929.1 42,815.9 40,801.9 43,523.3 45,429.6

과실
2,779.0

(7.06)

4,434.3

(11.11)

3,334.0

(7.79)

3,466.5

(8.50)

3,583.8

(8.23)

3,436.7

(7.56)

사과
933.0

(33.57)

1,313.1

(29.61)

642.4

(19.27)

525.4

(15.16)

740.3

(20.66)

900.0

(26.19)

배
248.7

(8.95)

419.8

(9.47)

500.3

(15.00)

381.0

(10.99)

228.1

(6.36)

251.5

(7.32)

복숭아
275.0

(9.90)

280.4

(6.32)

239.1

(7.17)

224.5

(6.48)

155.9

(4.35)

285.5

(8.31)

포도
224.3

(8.07)

891.5

(20.11)

663.40

(19.90)

558.2

(16.10)

546.3

(15.24)

444.7

(12.94)

단감
237.4

(8.54)

339.0

(7.65)

238.1

(7.14)

431.6

(12.45)

323.7

(9.03)

287.3

(8.36)
주1)2010년 기 으로 디 이트 한 액

주2)‘과실’란의 호는 농림업 생산액 과실생산액의 비

주3)각 과일류의 호는 과실류 생산액 각 품목별 생산액의 비

자료)통계청,농림생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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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국 면 (천 ha) 133.3 174.1 172.8 159.6 162.5 161.8

국 생산량(천 톤) 1766.2 2300.1 2428.7 2610.8 2489.1 2696.7

사과

면 48.8 50.1 29.1 26.9 31.0 30.7

생산량 628.9 716.0 489.0 367.5 460.3 474.7

단수 12.89 14.29 16.80 13.66 14.85 15.46

배

면 9.1 15.8 26.2 21.7 16.2 13.1

생산량 159.3 178.3 324.2 443.3 307.8 302.7

단수 17.51 11.28 12.37 20.43 19.00 23.11

복숭아

면 12.3 10.2 13.9 15.0 13.9 15.5

생산량 114.6 129.6 170.0 223.7 138.6 210.3

단수 9.32 12.71 12.23 14.91 9.97 13.57

포도

면 15.0 26.0 29.2 22.1 17.6 16.3

생산량 131.3 316.4 475.6 381.4 305.5 268.6

단수 8.75 12.17 16.29 17.26 17.36 16.48

단감

면 - - 23.8 17.2 15.2 12.5

생산량 - - 227.4 235.9 180.9 193.4

단수 - - 9.55 13.72 11.90 15.47

2014년 기 체 과실 생산량 약 2,700천 톤 54% 수 인

1,450천 톤이 5개 품목에 해당되며, 체 과실 생산량 사과

17%,배 11%,포도 10%,복숭아 8%,단감 7% 순이다.1990년도부

터 단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복숭아,포도,단감이 사과와 배에

비해 단수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단수는 증감을 반복하

다 최근 5년은 복숭아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2>주요 과일류 재배 면 생산량

주1)단수의 단 는 톤/ha

자료 :통계청,농작물생산조사

2014년 기 체 과수 재배면 161,888ha 약 55%인

88,167ha가 본연구의 분석 상인 주요 5개 과수의 재배면 에 해당

하며 생산량 기 으로는 약 54%에 해당한다.본 분석에서 사용할



- 9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국 140,914 37,477 15,261 12,767 17,760 15,334

경기도 8,796 1,422 3,255 956 2,604 10

강원도 2,034 555 324 543 174 18

충청북도 11,520 4,641 886 2,034 2,519 17

충청남도 10,174 3,401 2,659 1,082 1,954 109

라북도 5,318 1,266 718 942 702 101

라남도 13,034 341 2,941 577 499 4,426

경상북도 50,187 23,473 1,966 5,489 7,596 1,303

경상남도 16,507 2,102 1,518 820 754 8,396

제주도 19,469 0.0 5 3 0 107

자료의 시간 범 (1979-2014년)를 고려하여 지난 36년간 각 도별

평균 주요 과수 재배 면 을 살펴보면,품목 에는 사과 재배 면

이 가장 넓으며 지역으로는 경상북도가 국에서 과수재배면 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평균 재배 면 기 으로 볼 때 주산지는

사과의 경우 경북이 뚜렷하며 배는 경기도와 라남도,복숭아와 포

도는 경상북도 포도,단감은 경상남도와 라남도라 할 수 있다.

<표 2-3>주요 과일류 지역별 재배면 (1979-2014년 평균)

단 :Ha

자료:통계청

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체 과수 재배농가 337,281

가구 158,993가구인 47%가 주요 5개 품목 재배농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요 과일 5개 품목은 우리나라 과수산업 유지의 요한 품

목이자 과수 재배 농가의 주 소득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시장 황 생산 조건

이번 에서는 과수 생산 환경과 시장 황을 살펴 으로써 주요

과일류 농가의 소득 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에 해 알아본다.

농업수익성을 의미하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 매가격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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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구입가격지수의 비율로 나타난다.농산물 체 교역조건지수와

청과물의 교역조건 지수를 살펴보면 청과물의 경우 교역조건의 변

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교역조건이 개선될수록 수익성이 좋아짐을

의미하긴 하나 교역조건이 안정 이지 못한 은 그 자체로 농가에

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따라서 과수 생산 농가의 경우 교역조건

의 악화와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득의 험이 일반 농가에 비해 클

수 있다. 한 투입요소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농가구입가격지수

는 매가격지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 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한 상된다.

<그림 2-1>농가구입가격지수 농가교역조건지수

자료 :통계청

농가 매가격지수는 농산물의 가격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청과

물의 경우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매가격지수의 2005-2014년 사이의 변이계수를 계산해보면

곡물의 경우 0.08,축산물은 0.07,청과물은 0.18로 청과물의 매가

격 변동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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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농가 매가격지수

자료 :통계청

이러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은 가격 변동 폭보다 더 큰 폭으로 농업

소득변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가격변동성이 농업소득변동성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소득률과 공 탄성치로 구성된 아래의 식2)

을 활용할 수 있다.



·

·  


· (=소득률3),=공 탄성치)

식에 따르면 소득률이 낮고 공 탄력성이 큰 품목일수록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이되는 소득변동성의 폭이 크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한국농 경제연구원의 공 탄력성 추정계수를 사용하여

ln ln  ln ln  ln (i)

2) (:농업소득,:가격,:생산량,:평균비용)

식(i) 미분 =>















·

,∵·
·

·

=>



  


· (=소득률,=공 탄성치)

3)수입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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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10% 하락 시의 사과,배,포도,복숭아,감의 소득 하락률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주요 과일류 사과와 배의 경우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변동의 향을 상 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4>가격 10% 하락 시 주요 과수품목 소득감소율

소득률 공 탄력성 소득하락률

사과 61.4 0.31 19.3
배 54.3 0.38 22.1

포도 66.6 0.36 18.6

복숭아 64.7 0.16 17.0

단감 57.2 0.17 19.1
주1)소득률은 농 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집(2014)을 참고함.

가격 불안정의 요인은 시장의 구조 문제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

라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산 과일 물량의 증가로 인한 직·

간 생산 소비 체효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2000년 이

후 과일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열 과일 이외의 온 성

과일들의 수입도 증가해 국내산 과일과의 경합이 심화되고 있다.주

요 과일류 5가지 실제로 동일한 품목이 수입되는 것은 포도를

들 수 있으나 이정환(2007),이용선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포도

는 계 세와 시장 출하시기 조 등으로 국산 포도와 수입산 포

도의 경합성은 높지 않은 반면 다른 품목 과일들과의 경합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국내산 과일과 수입 과일과의 체효과

에 해서는 이용선 외(2014),문한필 외(2013),노수정 외(2012)등

의 연구에서도 실증 으로 분석된 바 있다.따라서 동일 품목의 수

입이 많지 않거나 제한된다 하더라도 다른 수입과일의 증가로 인한

소비 체효과로 인해 가격 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측이 불가능한 생산의 험이 발

생할 수 있다.기후변화와 특정 과수 품목과 련된 연구들은 주로

사과에 련된 것(김수옥,2009;김미리,2014)들이다.2014년도 한

국기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온 과수인 사과의 경우 온난화에 따라

재배 지가 북상하고 있으며,아열 기후로 인한 온 과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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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감소로 우리나라 부분의 지역에서 온 과수의 재배가 어려

워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환경부(2011)에 따르면 기후온난화에

따라 배,복숭아,포도 등의 발아기,개화기 등이 빨라지고 있는 것

이 측되었다.과수는 생육기에 한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단수

생산성이 유지되는데,단수,생산량과 직결된 기후의 변화는 농

가에 치명 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기후변화와 함께 동반하는 것

은 이상기후 재해발생 험이다.심교문(2013)에 따르면 1980년

0.2회로 측되던 이상고온이 2000년 는 1.0회로 증가하 고

1970년 2.06회에서 2000년 0.63회로 감소하 다. 온 련 피해

는 많이 개선될 수 있으나 온난화로 인해 개화기,발아기 등이 빨라

지고 있는 시 에서 온에 의한 피해 험성은 여 히 존재한다고

평가된다.조재환(2005)의 연구에서 과수재배 농가에게 과일 단수

감 사유를 응답하도록 한 설문에 66.5%가 기상재해를 택한 것을

볼 때에도 단수의 험에 있어서 기후 기상의 문제는 매우 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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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방법 자료

제 1 분석방법

1.분산 분해

분산의 크기는 험의 크기로 볼 수 있는데,평균이 동일한 안

들 에서는 분산의 크기가 작을수록 덜 험한 것으로 보고 더 선

호된다(BoisvertandMcCarl,1990).따라서 분산을 분해하는 것은

변동성(불안정성, 험)의 요인을 분해하기 함이라고 볼 수 있다.

분산 분해는 두 개 는 그 이상의 확률변수의 곱이나 합으로 이

루어진 함수의 분산을 각 확률변수의 분산이 유발하는 몫으로 분해

하고자 하여 Burt and Finley(1968), Bohrnstedt and

Goldberger(1969)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들은 테일러 선형 근사

에 의한 방법을 활용한다.

일반 으로 테일러 근사를 활용한 함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의 식 (1-1)에서 (2-2)까지와 같다.식 (1-1)는 확률변수

 로 이루어진 함수 의 평균에서의 1차 테일러 근사식이며 식

(1-2)는 식 (1-1)의 양변에 기댓값을 취한 것으로 함수의 기댓값을

구할 수 있다.식 (2-1)는 식 (1-1)의 우변과 좌변을 정리한 것이며

이에 기댓값과 제곱을 취하면 식 (2-2)처럼 함수 의 분산의 근

사 값을 추정할 수 있다.

 ≈     ′  식(1-1)

 ≈    ′  

≈    ∵   
식(1-2)

   ≈   ≈   ′   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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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식(2-2)

이를 활용하여 확률변수 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변수의 곱으

로 이루어 진    라고 할 때,BurtandFinley(1968)에 따르면

2차 선형 근사한 테일러 방정식으로 의 분산을 ,로 이루어진

식 (3-3)으로 표 할 수 있다.

                 

∵          
식(3-1)

      식(3-2)

               


 
   

    

        


     
   

   

식(3-3)

본 연구에서 분해하고자 하는 것은 단 당(10a)농산물 소득(I)의

분산(변동성)이며,소득(I)은 조수입(PQ,가격*단수)에서 단 당 경

비(C)를 뺀 값으로 총 3개의 확률변수로 구성된다.즉,  이

며 이것의 분산을 의 방법을 따라 근사하면 식 (4-3)와 같이 정리

가 가능하다.

   식(4-1)

    

 







식(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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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3)

식 (4-3)의 우변의 세 번째 항까지를 가격,단수,경 비 변동의

직 효과,세 번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는 각 요인들의 1차 교차효

과,나머지 항은 그 외의 복합 인 효과들로 볼 수 있다.각 요인들

이 소득 변동에 미치는 향은 이들의 비 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BurtandFinley(1968)가 제안한 것과 같이 소득의 분산으로 나 게

되면 우변의 각 요인들의 분산4)과 ‘-’항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 효과의 합으로 우변을 나 어 각 요인들의 비 을 살펴본다.

①








=가격변동의 향

②








=단수변동의 향

③





=경 비변동의 향

④





=가격과단수의 교차효과 향

⑤





=가격과경 비의교차효과 향

⑥





=단수와경 비의교차효과 향

분산 분해의 성은 Wilcoxonsignedranktest를 사용하여 비

모수 으로 검증할 수 있는데 1차 교차항까지만 포함하여도 좌변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경우 나머지 항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그 지 않을 경우는 모두 고려한다.

4)각 요인들의 분산의 합은 소득의 분산보다 매우 크게 도출 되어 소득의 분산으

로 양변을 표 화 할 경우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은 Schmitetal.(2001),

OECD(2009),BenniandFinger(2014)등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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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은 주로 투입물 는 산출물 시장 반의 문제와,유통 체

계 등과 련하여 주로 발생하며 단수 변동은 기상 는 기후 조건,

재해,병해충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다.경 비 변동은 투입요소가

격의 증가,교역조건,농가의 개별 경 역량 등에 따라 발생한다.

가격과 단수의 1차 교차항은 식 (4-3)의 세 번째 항으로 가격과

단수의 공분산으로 이루어진다.이에 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은

이를 자연 헤지(NaturalHedge)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으며,조수

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Finger,2012

;BenniandFinger,2014).이를 실증 으로 악한 연구는 김정호

외(2002)가 있는데 단수-가격의 음의 계에 심을 가지며 단수의

감소가 생산측면에서는 험이지만 가격측면에서는 오히려 공 량

하락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단수의 증가가 공 량을 늘려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 계가 고려되

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격과 경 비의 1차 교차항은 가격과 단수간의 상 계에 비해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된 바가 으나 이 한 농업소득 험의 요

한 요소가 된다. 즉,산출물의 가격이 투입물의 가격과 상 계를

갖는 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를 들어 산출물 가격이 낮았을

때 이로 이한 조수입감소로 소득변동이 심화되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산출물 가격이 낮았다면 그만큼 투입되었던 투입재의 가격

이 낮아 상쇄(offset)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득변동성의

완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OECD,2009).

각 요인들(P,Q,C)간의 교차효과에 한 정 한 검증을 본 연구에

서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려우나 요인들의 상 계는 소득 험

리에 요한 략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 정성 으로 검토하

고 실증 분석은 추후 개선 으로 남긴다.

2.확률 소득 함수 추정

앞선 분산 분해 분석을 통해서는 소득의 변동성이 가격,단수,경

비의 변동성으로부터 얼마나 유발되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

이다.그런데 소득은 실제 가격,단수,경 비 요소들 이외의 요인에



- 18 -

의해서도 향을 받으므로 평균 소득과,소득의 분산에 향을 미치

는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해서 JustandPope(1978)가 제안한 함

수 모형을 사용하여 확률 소득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JustandPope함수(이하 JP함수 는 모형)의 형태

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    for  ≠ ′

식(1)

본래 모형은 생산함수로 설정되었고 생산과 련된 연구에 있

어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식 (1)의 종속변수인 는 생산

량 는 단수를 의미하며 평균이  ,분산이   가 된다.

이러한 정의상에서 와 는 각각 평균과 분산에 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들이며 ,는 이들의 계수 값을 의미한다.분산   는 확

률변수 의 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델은 구조 (systemic)으로

발생하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갖게 되며 이것이 변동성

을 포착한다고 볼 수 있다.JP함수는 종속변수가 여러 확률 요인

의 향을 받는 다는 가정 하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평균과 분

산(변동성)에 미치는 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

고 있다.특히 본 연구는 소득변동의 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에서 JP함수의 장 을 활용한다.

생산함수의 형태로 정의되었지만 JP 함수는 소득함수의 형태로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국내연구로는 권오상(2002),유도

일(2005)의 등이 분석목 과 사용가능 자료에 맞게 소득함수의 형태

를 새로 정의하여 사용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고자 한다.

    
  



 식(2)

권오상(2002),유도일(2005)두 연구는 모두 (2)번 식의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식에서 는 평균 조수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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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 황 비고

사과

국 1979-2014

경기,경북,충남,충북 1979-2014 2009년 락

경남 1979-1990,1997-2014 2009년 락

남
1979-1988,1995,

1997-2014
2009년 락

북 1979-1990,1996-2014 2009년 락

포도

국 1979-2014

강원 1979-1990,2006-2014 2009 락

경기,경남,경북 1979-2014

2009년 락

2000년 락

(경남,경북)

남, 북,충남,충북 1979-2014 2009년 락

복숭아 국 1979-2014

윤의 분산(농가의 험)을 의미하며 마지막 항은 생산을 해 투입

한 생산비를 의미한다.즉,두 연구에서 평균소득은 
  





가 되며 생산비와 련한 확률 요인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수입과 생산비의 식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 인 틀인

식 (1)을 사용하여 각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평균소득( )과 소득

의 변동성( )으로 구성된 식을 세우고 선형형태를 가정한다.분

석에 사용할 변수들에 한 설명은 4장 4 에서 자세히 다룬다.

제 2 분석 자료

분석에는 농 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 자료에서 사과,노지포도,

복숭아,배,단감의 1979년부터 2014년까지의 품목별 연평균 자료,

품목의 지역별(도 단 )연평균 자료를 사용한다.지역별 분석의 경

우 비교 조사 년도의 락이 은 도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한다.

<표 3-1>품목별 자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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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 황 비고

강원 1979-1990,2001-2014
경기,경남,경북

남, 북,충남,충북
1979-2014

배

국 1979-2014
강원 1980-1990,2006-2012 2009년 락

경기,경남,경북, 남,

충남
1979-2014 2009년 락

북 1979-1990,1996-2014 2009년 락

충북 1979-1990,1998-2014 2009년 락

단감
국 1979-2014

경남, 북 1979-2014

경북 1989-1995,2000-2012

주1)사과,포도,배의 경우 2009년 조사 기 변경 등의 이유로 지역 자료가 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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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소득변동성 분해 향요인 분석

제 1 소득 주요 요소의 변동 실태

1.품목별 가격,단수,경 비 소득의 변동성

1979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품목별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품

목별 농가수취가격(가격,P),생산량(단수,Q),경 비(단 경 비,

C) 소득의 황과 변동 실태를 살펴본다.변동성 지표로는 변이

계수를 사용하 다.먼 품목별 가격,단수,경 비의 평균과 변동

성의 실태를 악한 후 소득과 소득변동성에 해 살펴본다.

사과의 경우 농가수취가격,단수,경 비 변동성 가격의 변동

이 가장 크다.단수의 변동은 0.06으로 가격과 경 비의 변동에 비

해 낮은 변동성을 보인다.나머지 품목들과 비교할 때에도 단수의

변동성이 가장 낮게 도출되어 사과의 단수는 비교 안정 인 편임

을 알 수 있다.

포도는 경 비의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격과 경 비의 변

동에 비해 단수의 변동은 상 으로 안정 이다.경 비의 변동은

단감 다음으로 높아 포도는 다른 품목에 비해 경 비의 불안정성이

큰 품목이라 볼 수 있다.반면 농가수취가격은 가장 높다.

복숭아는 가격의 변동성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 비의 변동성이

크다.그러나 다른 품목들에 비해 경 비의 평균과 변동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반면 가격변동성의 경우 5개 품목들 가장 높은 값을

보여,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이라 볼 수 있다.

배는 경 비 변동성이 가장 크고 단수의 변동성은 상 으로 낮

은 편이다.배의 단수와 경 비 평균값이 5개 품목 가장 커 생산

성은 좋으나 경 비용이 높은 품목이라 볼 수 있고 평균농가수취가

격은 5개 품목들 가장 낮다.

단감은 경 비와 단수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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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 원/10a 천 원/10a

사과
평균 1,857 2,170 1,439 2,573
표 편차 486 127 330 722

변이계수 0.26 0.06 0.23 0.28

포도

평균 2,430 1,681 1,172 2,957

표 편차 607 247 350 1,025
변이계수 0.25 0.15 0.30 0.35

복숭아

평균 1,968 1,657 1,078 2,167

표 편차 598 113 253 725

변이계수 0.30 0.07 0.24 0.33

배

평균 1,806 2,371 1,573 2,727

표 편차 387 191 425 756

변이계수 0.21 0.08 0.27 0.28

단감
평균 2,086 1,225 728 1,691
표 편차 546 363 233 353

변이계수 0.26 0.30 0.32 0.21

가격변동성의 경우 경 비와 단수변동성에 비해서는 낮으나 다른

품목과 비교 할 때 상 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여 농가수취가격은

불안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단감의 단수는 5개 품목의 단수에

비하면 가장 낮지만 다른 품목들과는 달리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여(<그림 4-3>참고)생산성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품목이라

볼 수 있다.

품목별 소득실태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평균소득은 포도,

배,사과,복숭아,단감의 순으로 높고 소득변동성은 포도,복숭아,

사과,배,단감의 순이다.포도는 평균 소득과 소득변동성 모두 5개

품목 가장 높고 단감은 평균 소득과 소득변동성 모두 5개 품목

가장 낮다. 한 평균소득의 추세(<그림 4-1> 참고)는 최근 모

든 품목에 걸쳐 감소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1>품목별 소득 변동 실태

주)모든 가격,경 비,소득 자료는 2010년을 기 으로 디 이트 된 액임.

자료 :농 진흥청,농산물소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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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품목별 소득 변화 추이

자료 :농 진흥청,농산물소득조사 각 연도 각 품목

<그림 4-2>.품목별 가격(농가수취가격)변화 추이

자료 :농 진흥청,농산물소득조사 각연도 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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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품목별 단수 변화 추이

자료 :농 진흥청,농산물소득조사 각 연도 각 품목

<그림 4-4>품목별 경 비 변화 추이

자료 :농 진흥청,농산물소득조사 각 연도 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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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농산물 시장개방 역사의 요한 사건인 WTO 출범 시기

인 1995년을 ·후로 5개 품목의 가격,단수,경 비,소득 이들

의 변동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먼 1995년을

후로 하여 실제 자료상의 구조 인 변화가 있었는지 단하고자 가

격,단수,경 비,소득의 추세에 선형을 가정하고 Chow test를 수

행한 결과 추정계수가 모두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유의한 수

(p<0.05)에서 기각하지 못했다.따라서 자료상으로는 1995년을 기

으로 추세의 구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5)6)하지만 WTO

출범이라는 국제 규범의 변화와 이후 국내 농산물 시장의 본격

개방이 시작된 시 임은 자명하므로 이 시 을 후로 나타난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은 품목별 시장개방 ·후의 변화의 추이를 보여 다.

1995년 이후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사과,포도,복숭아,배는 평균

가격이 증가하 으며 가격상승의 폭은 복숭아가 69%로 가장 높았

다.이와 상반되게 단감은 가격이 30% 감소하 다.가격변동성은 모

든 품목에서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배의 가격변

동성이 0.26에서 0.13으로 가장 큰 폭(61%)으로 감소하며 안정화 되었다.

단수의 경우 포도와 단감을 제외하고는 1995년 ·후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포도의 평균단수는 18% 증가했고 단수변

동성은 0.16에서 0.08로 감소했다.단감의 평균단수는 71%로 크게

증가하 고 변동성도 0.19에서 0.12으로 감소하 다.따라서 포도와

단감은 생산성이 증가하 고 상 으로 안정화 되었다고 볼 수 있

다.복숭아는 평균단수는 감소하고 변동성은 증가한 반면 사과와 배

의 경우 평균단수는 증가하고 변동성은 감소했다.

5)소득의 선형추세를 가정하고 구조 변화(structuralbreak)가 있었던 시기를 찾

아본 결과 사과의 경우 2004년,포도는 1991년,복숭아 1991년,배 2000년,단감

1998년으로 분석되었다.

6)가격,단수,경 비 한 각각 자료상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한 시 은 다음과

같다.가격의 경우 사과는 1995년,포도와 복숭아는 1990년,배는 2000년,단감은

1998년으로 분석되었다.단수는 시간에 따른 선형추세가 찰되지 않은 사과와

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의 경우 포도 1993년,복숭아 2003년,단감 1995년에

서 구조 변화가 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경 비의 경우 사과 1989년,배 2007

년,복숭아 1989년,배 1990년,단감 2002년으로 분석되었다.



- 26 -

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원/10a

사과

1995 　

평균 1,515 2,169 1,153 2,164

표 편차 299 146 125 576

0.270.110.070.20변이계수

1995후
평균 2,164 2,171 1,695 2,973
표 편차 411 111 227 600
변이계수 0.19 0.05 0.13 0.20

포도

1995
평균 2,110 1,533 884 2,421
표 편차 491 251 126 1,141
변이계수 0.23 0.16 0.14 0.47

1995후
평균 2,717 1,814 1,430 3,436
표 편차 566 150 275 609
변이계수 0.21 0.08 0.19 0.18

복숭아

1995
평균 1,442 1,669 875 1,540
표 편차 254 87 61 460
변이계수 0.18 0.05 0.07 0.30

1995후
평균 2,439 1,646 1,260 2,729
표 편차 377 133 219 359
변이계수 0.15 0.08 0.17 0.13

배
1995

평균 1,617 2,244 1,187 2,448
표 편차 427 153 229 839
변이계수 0.26 0.07 0.19 0.34

1995후 평균 1,976 2,484 1,918 2,978

경 비의 경우 <그림 4-4>에서 나타내듯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

고 있다.평균 경 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단감(68%)이며 포

도와 배(모두 61%),사과(47%),복숭아(44%)의 순서로 증가하 다.

경 비 변동성은 사과,포도,복숭아,단감의 경우 1995년을 후로

증가하 고 배는 감소하 다.따라서 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경 비의 평균 인 상승과 변동성의 심화를 모두 겪어 경 비 측면

의 험요인이 보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모든 품목에 걸쳐 평균소득

이 증가하 으며 소득의 변동성은 감소하 다.평균소득의 증가는

복숭아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변동성은 포도가 6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 다.

<표 4-2>1995년 ·후 품목별 주요 요소 소득 변동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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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원/10a

표 편차 255 146 195 588
변이계수 0.13 0.06 0.10 0.20

단감

1995
평균 2,472 892 534 1,648
표 편차 503 170 99 394
변이계수 0.20 0.19 0.19 0.24

1995후
평균 1,740 1,523 901 1,729
표 편차 298 178 173 317
변이계수 0.17 0.12 0.19 0.18

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원/10a

사과

경기　

평균 1,977 1,911 1,354 2,205

표 편차 925 222 457 707

변이계수 0.47 0.12 0.34 0.32

경남

평균 1,922 1,916 1,201 2,355

표 편차 631 213 433 855

변이계수 0.33 0.11 0.36 0.36

경북

평균 1,672 2,471 1,240 2,673

표 편차 564 396 428 641

변이계수 0.34 0.16 0.35 0.24

남
평균 2,033 1,982 1,345 2,568

표 편차 745 336 503 1,032

주1)품목별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함.

2.지역별 가격,단수,경 비 소득의 변동성

사과의 경우 가격은 남,단수는 경북,경 비는 북이 가장 높

은 값을 보인다.변동성 측면에서 반 으로 단수의 변동성이 가격

이나 경 비의 변동에 비해 안정 인 것이 특징 이다.가격 변동성

은 경기도,단수 변동성은 경북,경 비 변동성은 북이 가장 높으

며 변동성이 낮은 지역은 가격,단수,경 비 순서 로 경남,충북,

충북이다.소득은 충남이 가장 높으며 소득변동성은 가장 높은 지역

은 북,낮은 지역은 경북이다.

<표 4-3>사과 지역별 주요 요소 소득 변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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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원/10a

변이계수 0.37 0.17 0.37 0.40

북

평균 1,944 2,157 1,416 2,630

표 편차 792 183 480 1,185

변이계수 0.41 0.09 0.34 0.45

충남

평균 1,973 2,237 1,328 2,867

표 편차 680 244 466 911

변이계수 0.34 0.11 0.35 0.32

충북

평균 1,849 2,212 1,316 2,629

표 편차 648 136 342 818

변이계수 0.35 0.06 0.26 0.31

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포도

강원

평균 2,594 1,298 1,115 2,263

표 편자 1,010 132 413 1,007
변이계수 0.44 0.39 0.10 0.37

경기　

평균 2,867 1,628 1,337 3,381

표 편차 957 287 449 1,490

변이계수 0.44 0.33 0.18 0.34

경남
평균 2,482 1,655 1,167 3,022
표 편차 677 339 482 1,233

변이계수 0.41 0.27 0.21 0.41

경북
평균 2,135 1,952 1,074 3,119

표 편차 564 234 429 990

포도의 경우 가격과 경 비는 경기,단수는 경북이 가장 큰 값을

가진다.변동성 측면에서는 단수 변동이 안정 이었던 사과와는 달

리 경 비 변동이 보다 안정 임이 특징 이다.가격 변동성은

북,단수변동성은 강원,경 비 변동성은 경기도가 가장 크며 변동

성이 낮은 지역은 가격,단수,경 비 순서 로 경북,충남,강원이

다.소득은 경기도가 가장 크고 소득변동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

남,낮은 지역은 남이다.

<표 4-4>포도 지역별 소득 변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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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복숭아

경기　

평균 2,423 1,525 1,274 2,265

표 편차 1,036 242 353 920

변이계수 0.43 0.16 0.27 0.41

경남

평균 1,899 1,590 1,029 2,052

표 편차 465 254 398 815

변이계수 0.25 0.16 0.38 0.40

경북
평균 1,621 1,908 931 2,209
표 편차 443 192 288 864

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변이계수 0.32 0.26 0.12 0.40

남

평균 2,498 1,604 1,082 2,873

표 편차 882 253 307 1,028
변이계수 0.36 0.35 0.16 0.28

북

평균 2,326 1,551 1,260 2,435

표 편차 602 346 452 1,120

변이계수 0.46 0.26 0.22 0.36

충남
평균 2,500 1,558 1,113 2,786
표 편차 560 290 300 1,001

변이계수 0.36 0.22 0.19 0.27

충북

평균 2,351 1,643 1,163 2,708

표 편차 582 237 313 910

변이계수 0.34 0.25 0.14 0.27

복숭아의 경우 가격과 경 비는 경기도,단수는 경북이 가장 높

다.사과와 포도와 비교할 때 복숭아의 경 비는 반 으로 낮은

편이다.변동성 측면에서는 사과와 같이 단수의 변동이 안정 인 특

징을 보인다.가격변동성과 단수변동성도 북,경 비 변동성은 경

남이 가장 높다.변동성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가격,단수,경 비 순

으로 경남. 남, 남이다.소득은 충북이 가장 높으며 소득변동성

은 남이 가장 크고 충남이 가장 낮다.

<표 4-5>복숭아 지역별 소득 변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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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변이계수 0.27 0.10 0.31 0.39

남

평균 2,153 1,495 943 2,272

표 편차 874 128 224 1,159

변이계수 0.41 0.09 0.24 0.51

북

평균 2,341 1,526 1,175 2,151

표 편차 1,065 310 293 736

변이계수 0.46 0.20 0.25 0.34

충남

평균 2,012 1,689 1,093 2,161

표 편차 790 262 325 658

변이계수 0.39 0.16 0.30 0.30

충북

평균 2,179 1,653 1,157 2,282

표 편차 833 219 351 763

변이계수 0.38 0.13 0.30 0.33

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경기　

평균 1,835 2,444 1,874 2,627

표 편차 356 251 517 790

변이계수 0.19 0.10 0.28 0.30

배의 경우 가격은 충남,단수는 경북,경 비는 경기가 가장 높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가격이나 경 비에 비해 단수의 변동이 안정

인 특징을 보인다.가격변동성은 경북,단수변동성은 경남,경 비

변동성은 경북과 남이 가장 높다.가격과 경 비 변동성은 충북이

가장 낮고 단수변동성은 경기가 가장 낮았다.소득의 경우 평균은

충남이 가장 높았고,변동성은 가장 큰 지역은 경북,가장 낮은 지

역은 충북으로 나타난다.가격과 경 비 변동이 높은 경북지역은 소

득변동도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과 경 비 변동이 낮은 충북은 소득

변동도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6>배 지역별 소득 변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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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배

경남

평균 1,733 2,272 1,439 2,483

표 편차 423 410 403 838

변이계수 0.24 0.18 0.28 0.34

경북

평균 1,727 2,486 1,440 2,873

표 편차 536 387 496 1,395

변이계수 0.31 0.16 0.34 0.49

남

평균 1,820 2,397 1,518 2,804

표 편차 439 268 523 705

변이계수 0.24 0.11 0.34 0.25

북

평균 1,784 2,265 1,571 2,425

표 편차 484 312 499 727

변이계수 0.27 0.14 0.32 0.30

충남

평균 1,927 2,442 1,679 3,066

표 편차 495 298 536 1,104

변이계수 0.26 0.12 0.32 0.36

충북

평균 1,636 2,400 1,503 2,422

표 편차 303 279 412 546

변이계수 0.19 0.12 0.27 0.23

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단감 경남　 평균 2,141 1,189 757 1,637

단감의 경우 가격,단수,경 비의 변동성이 유사한 수 을 보인

다. 남이 가격과 단수의 변동성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낮다.경남은 가장 높은 경 비를 보이지만 경 비의 변동성은 안정

인 편이다.경북은 가격,단수,경 비 모든 측면에서 변동성이 큰

지역이면서도 높은 단수와 낮은 경 비로 소득은 가장 높고 안정

인 이 특징 이다.

<표 4-7>단감 지역별 소득 변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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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P) 단수(Q) 경 비(C) 소득

원/kg kg/10a 천원/10a 천 원/10a

표 편차 628 369 227 429

변이계수 0.29 0.31 0.30 0.26

경북

평균 1,925 1,603 719 2,064

표 편차 726 491 250 409

변이계수 0.38 0.31 0.35 0.20

남

평균 2,044 1,260 722 1,755

표 편차 460 329 237 352

변이계수 0.23 0.26 0.33 0.20

제 2 품목별 소득변동성의 요인 분해

품목별 소득 변동성의 분산 분해를 통해 가격,단수,경 비,교

차효과 등 요인별 비 을 살펴본다. 체로 소득 변동성은 경 비

변동 보다는 가격과 단수의 변동으로부터의 향이 큰 것이 특징

이다.특히 단감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주로 가격변동의 향

(약 70% 이상)이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감은 단수변동의

향을 많이 받는 품목으로 나타났다.제 1 의 분석을 참고하여 품

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는 가격변동성으로 인한 향이 87.1%로 가장 높았고 단수변

동성보다는 경 비 변동에 따른 향이 8.5%로 더 크다.제 1 에

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과의 경우 가격불안정이 단수나 경 비의

경우에 비해 큰데 이것이 소득변동성에 많은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포도는 가격변동성의 향이 68.1%,단수변동의 향은

23.6%로 나타났다.포도의 경우 소득변동성이 가격변동성으로부터

받는 향이 다른 과일에 비해 낮다.반면 복숭아는 가격변동성의

향을 가장 크게 받는 품목인데 제 1 에서도 복숭아는 가격변동

성이 가장 큰 품목으로 분석되었다.배는 가격변동의 향이 73.8%

이고 단수변동에 비해 경 비 변동의 향(15.8%)이 더 크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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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사과 87.1 4.4 8.5 -13.0 -45.1 0.3

포도 68.4 23.6 8.0 23.3 -37.3 -11.3

복숭아 89.6 4.5 5.9 -9.5 -41.7 2.3

품목들 경 비 변동으로부터의 향이 가장 큰 품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감은 가격변동성에 의한 향(41.7%)보다 단수변동성에

의한 향(53.3%)을 더 크게 받는다.이는 앞선 분석에서 감의 경우

가격변동보다 단수변동이 더 크게 도출된 이 이를 설명한다.특히

감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단수변동에 취약한 이유는 난·온 성 작물

로 재배지역이 한정 이며 기후변화나 질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가격과 단수(수량)의 1차 교차항인 가격-단수 효과는 자연 헤지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이 값은 농가 단 로 분석할 때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이 총계 (aggregated)자료로 분석할 때

단수의 험 계측이 왜곡(Cobleetal.,2007;강혜정,2008)되어 과

평가(OECD,2011)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 Finger(2012)의 연구에서 밝힌바 있듯 과채류의 자연 헤지 값

은 시장의 규모와 짧은 장기간 등의 향으로 과 같은 주요 곡

물류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차효과의

값이 크게 도출된 것은 총계 자료 사용의 향,과일류의 특징 등

이 반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본래 음의 상 계

를 가져야 값의 해석에 어려움이 없으나 포도와 배의 경우는 양의

값을 갖는다.양의 값이 도출된 품목에 있어서는 정책효과에 따른

향(박 기 외,2014) 는 시장개방의 확 (정원호,2012)로 자연

헤지 효과가 약해진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가격-단수 효과가 가장 크게 도출된 것은 감인데,이는 단수는 증

가추세이고 가격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먼 단수가

증가하 으나 가격이 감소하여 험을 보인 품목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표 4-8>품목별 소득 변동성의 요인 분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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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73.8 10.4 15.8 13.9 -45.8 -17.0

감 41.7 53.3 5.1 -66.9 14.1 -30.1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농산물 시장 개방을 후로 각 요인들이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WTO 체제 출범 시 인 1995년을 후로

하여 구간별 소득변동성을 분해하고 비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사

과,포도,그리고 감은 1995년 이 에 비해 이후에 가격변동성과 경

비 변동성으로부터의 향이 커졌고 복숭아와 배는 가격변동성의

향은 어들고 단수변동성과 경 비 변동성의 향이 증가하 다.

모든 품목들에 있어서 공통 인 변화는 경 비 변동성의 향이

미세하지만 증가했다는 을 들 수 있다.경 비의 경우 모든 품목

에서 꾸 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 비의 향이 차 커

짐은 측이 가능하다.사과,포도,감은 가격변동의 향이 증가했

고,복숭아와 배는 그 향이 감소하 다.5개 품목 실질 으로

시장개방이후,2004년 한·칠 FTA의 발효로 수입되기 시작한 포도

를 제외하고는 동일 품목이 수입되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수입과일

증가로 인한 총 공 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국내산 과일과 이종

수입과일간의 소비경합 등의 효과(이용선,2014)로 가격변동으로 인

한 향이 증가 했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95년 이 에는 양의 값을 보이던 포도,배,복숭아의 가격-단수

효과가 이후에는 일반 인 자연헤지 값의 부호인 음의 효과를 보이

고 있다.사과의 경우 가격-단수효과가 1995년 이 에 비해 이후에

매우 증가하 다.1995년 이후 구간에서 사과의 단수는 감소하고 가

격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때,1995이후 단수가 감소하여 생산의

험이 있었으나 가격이 증가하여 소득 변동성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복숭아와 포도도 사과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35 -

P Q C (P,Q) (P,C) (Q,C)

사과
1995년 이 86.7 10.1 3.2 -9.2 -13.2 -8.0

1995년 이후 88.0 6.3 5.7 -36.2 -33.2 6.8

포도
1995년 이 65.6 32.6 1.8 56.5 -16.8 -14.6

1995년 이후 81.4 12.8 5.8 -51.7 -34.2 14.3

복숭아
1995년 이 90.2 8.0 1.8 20.9 -13.5 -5.4

1995년 이후 71.5 19.6 8.9 -40.9 -42.2 10.2

배
1995년 이 89.0 5.9 5.1 4.7 -38.0 -4.6

1995년 이후 76.8 15.9 7.2 -24.4 -5.6 -3.0

감
1995년 이 51.9 45.6 2.5 -28.2 -3.0 -17.8

1995년 이후 62.0 29.0 9.0 -34.1 -7.0 -23.9

<표 4-9> 1995년 출범 ·후 품목별 소득 변동성의 요인 분해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제 3 지역별 소득변동성의 요인 분해

품목별 지역별 소득변동성 분해에는 연도별 정보의 락이 심한

지역은 제외하 다.지역별 소득변동성을 분해할 때는 지역별 편차

와 시간에 따른 변동이 종합 으로 고려되었던 제2 의 요인분해에

비해 시간에 따른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장

이 있다.

1.사과

지역별 사과 소득 변동성은 주로 가격과 단수변동성으로부터 향

을 받는다.각 요인별로 가장 비 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가격변

동성에 충북,단수변동성에 경북,경 비 변동성에 라남도를 들

수 있다.주산지로 알려져 있는 경북지역에서 단수변동성의 향이

가장 크게 도출 되었다.이는 주산지의 경우 재해,병해충 등의 발

생에 더욱 민감하며 이에 따른 단수의 험이 소득에 많은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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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87.1 4.4 8.5 -13.0 -45.1 0.3

경기도 86.2 10.1 3.7 -37.2 -23.9 4.3

경상남도 84.7 11.6 3.8 -3.5 -21.1 -5.9

경상북도 72.6 25.9 1.5 -52.7 -6.9 0.4

라남도 73.5 14.7 11.8 4.7 -47.0 -9.4

라북도 87.3 5.7 7.0 15.7 -36.0 -1.8

충청남도 83.8 12.6 3.7 -30.0 -19.3 4.2

충청북도 91.0 4.8 4.2 -18.3 -22.7 3.3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 평균값으로 볼 때에는 단수변동성보다 경 비 변동성의 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단수 변동성

으로부터의 향을 보다 잘 보여 다.이는 국 자료로 분석했을

때 수집 단 가 커지면서 단수 편차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Schurle,1996;재인용 박 기,2014).

<표 4-10>사과 지역별 소득 변동성 비교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1995년을 기 으로 지역별 변화의 방향을 가격변동성,단수변동성,

경 비 변동성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경기도,경남,경북은

감소,증가,감소의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남은 증가,감소,증

가의 방향이며, 북과 충남은 감소,증가,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충북은 북,충남과 단수변동성의 변화방향이 반 이다.

특징 인 부분은 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격변동성의 향

은 감소한 반면 단수 변동성은 남과 충북을 제외하고 충남 25%,

경북 15% 등 큰 폭으로 증가한 이다.사과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과일임을 고려할 때,재배 지의 감소,재배 가능지역의 북상,병해

충 피해 등 기후변화의 향으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

어 차 단수변동의 향도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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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1995년 이 86.7 10.1 3.2 -9.2 -13.2 -8.0

1995년 이후 88.0 6.3 5.7 -36.2 -33.2 6.8

경기도
1995년 이 81.0 13.8 5.2 6.7 -8.0 -0.7

1995년 이후 77.8 18.6 3.6 -64.6 -19.9 6.4

경상남도
1995년 이 80.7 12.2 7.1 -17.4 5.6 -13.1

1995년 이후 73.8 23.0 3.1 -66.7 -6.0 -0.7

경상북도
1995년 이 69.8 27.8 2.4 -51.1 -14.4 3.0

1995년 이후 56.8 41.7 1.5 -67.9 0.2 -1.5

라남도
1995년 이 34.4 62.2 3.5 -22.7 1.2 -20.8

1995년 이후 72.3 13.6 14.2 -22.8 -44.5 -5.0

라북도
1995년 이 88.0 8.9 3.1 10.1 -13.6 -1.0

1995년 이후 77.9 16.7 5.4 29.8 -11.4 -0.8

충청남도
1995년 이 90.1 7.9 1.9 -13.2 -12.7 -2.9

1995년 이후 61.9 33.5 4.6 -31.1 -0.3 5.0

충청북도
1995년 이 89.9 8.1 2.0 -22.1 4.6 -1.9

1995년 이후 86.9 7.3 5.8 -22.6 -19.6 10.1

<표 4-11>1995년 ·후 사과의 지역별 소득 변동성 분해 비교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2.포도

포도 소득의 변동성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가격변

동성,단수변동성,비용변동성의 순으로 향을 받고 있다.

강원도가 가격변동성으로 인한 향이 가장 큰 지역이고 북,충

남,경남은 가격변동성의 향이 50% 로 상 으로 낮았다.충남

과 북이 단수변동성의 향이 가장 컸고,강원도는 단수변동성의

향이 가장 은 지역으로 분석된다.경 비변동성의 향은 북

과 경북이 크고, 남의 경우 경 비 변동성의 향이 가장 낮은 지

역임을 알 수 있다.포도의 소득변동성 분해결과 가격과 단수의 교

차항의 부호는 남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부호를 띄는데,포도는

유일하게 개방이 이 진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일들에 비해 가격

과 단수의 음의 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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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68.4 23.6 8.0 23.3 -37.3 -11.3

강원도 85.7 5.8 8.5 4.5 -46.7 -5.5

경기도 73.4 20.5 6.1 14.9 -36.3 -4.4

경상남도 57.2 32.3 10.5 31.2 -40.2 -21.5

경상북도 73.7 15.1 11.2 13.1 -39.5 -8.0

라남도 80.2 16.0 3.8 -16.7 -30.0 -2.1

라북도 50.6 37.6 11.9 38.3 -32.5 -35.9

충청남도 55.3 38.2 6.5 2.7 -23.3 -6.1

충청북도 69.1 23.5 7.4 5.3 -26.1 -11.6

P Q C (P,Q) (P,C) (Q,C)

국
1995년 이 90.2 8.0 1.8 20.9 -13.5 -5.4

1995년 이후 71.5 19.6 8.9 -40.9 -42.2 10.2

강원도
1995년 이 76.8 22.1 1.1 -19.5 -1.3 2.4

1995년 이후 84.6 13.7 1.7 -56.9 -11.5 2.0

경기도
1995년 이 57.0 40.7 2.3 73.7 -19.5 -15.4

1995년 이후 79.2 15.5 5.3 -44.7 -28.5 6.8

<표 4-12> 포도 지역별 소득변동성 분해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1995년을 ·후로 변화의 방향을 가격변동성,단수변동성,경 비 변동

성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원,경기, 북,충남은 증가,감

소,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했고 경남과 경북은 감소,감소,증가의 방향

으로 변화했다. 남과 충북은 감소,증가,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1995년을 ·후로 살펴볼 때 모든 지역에서 공통 으로 1995년 이

후 경 비변동성의 향이 증가했고 다수의 지역에서 단수변동성의

향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마지막으로 충남을 제외한 모

든 지역에서 시 구분 없이 가격변동성의 향은 지배 이다.

<표 4-13>1995년 ·후의 포도 지역별 소득 변동성 분해 비교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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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89.6 4.5 5.9 -9.5 -41.7 2.3

경기도 84.2 11.6 4.2 -40.2 -29.7 4.9

경상남도 58.3 24.8 16.9 40.0 -37.7 -35.8

경상북도 79.7 10.8 9.6 35.5 -42.6 -11.5

라남도 93.1 4.2 2.8 -0.9 -28.4 -0.3

라북도 81.2 16.1 2.7 -55.6 -24.6 6.7

충청남도 82.3 12.8 4.9 -46.4 -32.7 7.4

충청북도 83.5 10.6 5.9 -41.5 -33.3 7.8

경상남도
1995년 이 68.5 27.2 4.3 35.9 -20.3 -6.9

1995년 이후 66.8 25.4 7.8 -33.6 -35.5 0.9

경상북도
1995년 이 89.0 10.2 0.8 27.7 -10.1 -3.8

1995년 이후 77.0 9.7 13.3 -29.9 -51.0 9.3

라남도
1995년 이 81.7 17.1 1.2 -41.8 -7.7 -0.3

1995년 이후 73.2 25.0 1.8 -74.6 -17.7 8.0

라북도
1995년 이 69.1 29.4 1.5 9.6 -10.1 -9.8

1995년 이후 78.3 15.9 5.8 1.2 -27.6 -7.5

충청남도
1995년 이 44.3 54.4 1.4 44.9 -8.4 -13.7

1995년 이후 64.9 30.9 4.2 -65.6 -15.2 11.6

충청북도
1995년 이 77.3 20.6 2.1 18.1 -12.8 -11.1

1995년 이후 65.7 28.9 5.4 -68.4 -10.9 8.8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3.복숭아

복숭아 소득의 변동성은 모든 지역에서 가격변동성,단수변동성,

비용변동성의 순으로 향을 받고 있다. 남은 가격변동성으로 인

한 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며,경남은 단수변동성과 경 비변

동성의 향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4> 복숭아 지역별 소득변동성 분해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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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1995년 이 90.2 8.0 1.8 20.9 -13.5 -5.4

1995년 이후 71.5 19.6 8.9 -40.9 -42.2 10.2

경기도
1995년 이 71.4 22.0 6.5 -21.8 -27.6 -4.3

1995년 이후 54.0 43.3 2.7 -82.0 -2.8 4.8

경상남도
1995년 이 87.3 8.2 4.5 40.9 -19.9 -5.4

1995년 이후 25.3 51.2 23.5 31.0 -27.1 -63.2

경상북도
1995년 이 85.9 12.0 2.1 7.0 -12.3 -1.8

1995년 이후 64.3 18.0 17.7 31.9 -53.2 -16.5

라남도
1995년 이 86.9 9.8 3.3 -36.4 -10.1 -0.5

1995년 이후 84.2 12.3 3.5 -7.6 -29.1 0.9

라북도
1995년 이 88.5 8.1 3.4 16.7 -26.6 -3.8

1995년 이후 54.9 43.8 1.3 -79.1 -8.7 4.6

충청남도
1995년 이 73.6 19.6 6.8 0.9 -13.1 -14.3

1995년 이후 62.3 33.8 4.0 -84.2 -19.7 14.0

충청북도
1995년 이 90.4 7.0 2.7 29.3 13.1 -0.4

1995년 이후 58.7 33.1 8.1 -71.3 -23.5 5.1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1995년을 ·후로 변화의 방향을 가격변동성,단수변동성,경 비

변동성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기, 북,충남은 감소,증

가,감소의 방향으로 변화했고 경남,경북, 남,충북은 감소,증가,

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1995년을 ·후로 살펴볼 때 모든 지역에서 공통 으로 가격변동성

으로 인한 향은 감소하고 단수변동성으로 인한 향은 증가했다.

하지만,여 히 가격변동성의 향비 이 더 크다.

<표 4-15>1995년 ·후 복숭아의 지역별 소득 변동성 분해 비교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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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73.8 10.4 15.8 13.9 -45.8 -17.0

경기도 61.3 17.2 21.6 13.8 -42.7 -21.0

경상남도 58.0 31.7 10.2 -7.1 -22.3 -21.4

경상북도 71.9 18.1 10.0 7.4 -17.0 -23.2

라남도 68.4 14.7 16.9 -22.2 -46.3 0.6

라북도 68.3 17.5 14.1 -21.3 -37.0 -8.6

충청남도 70.3 15.9 13.8 18.6 -37.6 -19.9

충청북도 58.3 23.0 18.7 -1.0 -42.5 -23.3

지역별 배 소득 변동성은 사과와 복숭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

으로 단수변동성과 경 비 변동성으로부터의 향이 크다.각

요인별로 가장 비 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가격변동성에 경북,단

수변동성에 경남,경 비 변동성에 경기이다.

경기와 남(배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 두 지역)은 가격,경 비,

단수변동성의 순으로 그 향이 크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가격,단

수,경 비변동성의 순서를 나타낸다.사과,복숭아,단감의 경우 주

산지로 알려져 있는 지역에서 경 비변동보다 단수변동성의 향이

크게 도출 되었던 것과는 달리 배는 경 비변동성의 향이 크게

도출 되었다.

<표 4-16> 배 지역별 소득변동성 분해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1995년을 ·후로 변화의 방향을 가격변동성,단수변동성,경 비

변동성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남,충북은 감소,증가,감소

의 방향으로 변화하 고 나머지 지역들은 감소,증가,증가의 방향

으로 변화하 다.즉,배는 1995년 이후에 그 이 에 비해 가격변동

성으로부터 오는 향은 감소하고 단수변동에 의한 향이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가격변동의 향은 여 히 지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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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1995년 이 89.0 5.9 5.1 4.7 -38.0 -4.6

1995년 이후 76.8 15.9 7.2 -24.4 -5.6 -3.0

경기도
1995년 이 78.7 9.3 12.0 -3.4 -41.1 -1.3

1995년 이후 48.7 36.9 14.4 -4.7 9.1 -22.2

경상남도
1995년 이 91.2 3.6 5.2 12.7 -32.8 -2.3

1995년 이후 62.5 34.7 2.7 -48.7 -5.6 -3.1

경상북도
1995년 이 94.9 2.4 2.7 13.4 -25.3 -3.4

1995년 이후 82.6 12.2 5.1 -24.1 1.9 -9.6

라남도
1995년 이 79.7 16.6 3.7 -32.7 -27.8 3.0

1995년 이후 59.9 23.8 16.3 -13.5 -23.4 -13.3

라북도
1995년 이 65.8 32.4 1.8 -37.0 -17.0 -1.0

1995년 이후 62.2 32.5 5.2 -64.8 9.5 -7.9

충청남도
1995년 이 84.3 10.6 5.1 27.7 -34.2 -11.7

1995년 이후 65.3 28.3 6.4 -42.4 9.5 -8.9

충청북도
1995년 이 70.9 23.6 5.5 -47.2 -4.3 -12.0

1995년 이후 60.5 35.2 4.2 -31.6 -15.4 -3.4

<표 4-17>1995년 ·후 배의 지역별 소득 변동성 분해 비교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5.단감

단감의 소득변동성은 사과,배,복숭아와는 달리 가격변동성보다

단수변동성으로 인한 향을 크게 받는 품목임을 앞서 분석한 바

있다.이는 지역별 분해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다.단감

은 사과,포도,복숭아,배에 비해 재배가 합한 지역이 다양하지

않다.재배 지가 한정 임에 따라 재해,병해충 등에 취약한 단수

변동성이 크게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이 경북은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 경남과 남에 비해 가격변동의 향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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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 C (P,Q) (P,C) (Q,C)

국 41.7 53.3 5.1 -66.9 14.1 -30.1

경상남도 45.2 50.6 4.2 -64.1 11.8 -26.3

라남도 39.8 53.6 6.6 -61.8 13.4 -31.2

경상북도 58.6 38.7 2.7 -85.2 16.3 -14.0

P Q C (P,Q) (P,C) (Q,C)

국
1995년 이 51.9 45.6 2.5 -28.2 -3.0 -17.8

1995년 이후 62.0 29.0 9.0 -34.1 -7.0 -23.9

경상남도
1995년 이 56.4 40.1 3.5 -21.0 -10.7 -14.8

1995년 이후 49.1 44.5 6.4 -29.8 -3.4 -27.1

경상북도
1995년 이 58.6 40.0 1.4 -60.6 4.9 -13.3

1995년 이후 58.5 24.2 17.4 -9.1 -23.4 17.6

라남도
1995년 이 49.2 48.7 2.1 -38.8 -0.4 -13.1

1995년 이후 65.5 23.9 10.6 -41.4 -12.0 -10.1

<표 4-18>단감 지역별 소득변동성의 요인 분해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1995년을 ·후로 변화의 방향을 가격변동성,단수변동성,경 비

변동성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남은 감소,증가,증가, 남

은 증가,감소,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경북의 경우 가격변동

성의 향은 거의 동일하나 단수변동성의 향은 감소하고 경 비

변동성의 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9>1995년 ·후 감의 지역별 소득 변동성 요인 분해

단 :%

주 1)P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Q는 단수변동으로 인한 향,C는 경 비변동

으로 인한 향,나머지는 각 요인별 교차 효과로 인한 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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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제4 품목별소득 소득변동성 향요인분석

향 요인 분석은 1979년부터 2014년까지의 품목별 지역별(도 단

)농산물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JustandPope(1978)(이하 JP함

수)의 함수 모형을 활용한 소득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한다.분석 자

료는 품목별 지역의 측치로 패 자료의 형태이기는 하나 결측

연도와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실제 추정 시에는 자료를 혼합

(pooling)하고 연도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효과를 계측

하고자 한다.

식(1)에서 는 농업소득을 의미한다.즉 불확실성하에서 농업소

득은 독립변수 ,와 확률변수 의 향을 받는 확률함수이다.이

때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한다.여기서 하첨자 는 사과,포도,복숭아,배를 의미하며,

는 생산지역, 는 연도를 나타낸다.그리고 는 평균소득,

은 소득의 분산을 의미한다.

앞서 검토한 권오상(2002),유도일(2005)은 독립변수를 투입비용으

로 구성하여 콥더 라스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 으나 본고는 액

으로 이루어진 변수는 수취가격 뿐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비 , 는

지수로 구성하 기 때문에 선형함수 구조를 설정하 다.

식(2)과 (3)의 차이는 WTO 출범 후 소득변동에 변화를 것

으로 상되는 개방더미변수의 포함여부이다.개방더미의 포함 식

(2)를 모형1,포함하지 않은 식(3)을 모형2라고 한다.

    




  exp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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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식(3)

 , 는 독립변수,은 시간변수,는 개방더미변수

JP함수 추정에 있어서 평균과 분산에 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소득과 소득

의 변동성에 향을 주는 요인들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소

득에는 정(부)의 향을 주나 소득변동성에는 부(정)의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추후 농업소득 증진 방안이나 농업경 안정 등

의 정책에 활용할만한 정보를 얻고자 하여 ,을 동일하게 설정

하 다.

<표 4-20>JP소득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

　변수 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ln(소득) 각 품목별 소득(단 :원/10a)

독립

변수

연도 연도

가격 농가수취가격

가격*지역집 도 농가수취가격과 지역집 도의 교차항

단수 단수(생산량/10a)

단수*지역집 도 단수와 지역집 도의 교차항

지역집 도  

 ¹

농가구입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2010=100)

간재 비 체 생산비 간재 비용의 비 ²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단수/총 노동 투입량(시간))

개방 더미 개방더미(1995년까지=0,1996년부터=1)

주1)지역집 도  


는국 품목재배면

지역의 품목재배면
를 의미함.

주2) 간재라 함은 종묘비,비료비,농약비,제재료비, 열동력비,감가상각비 등을

뜻하며 생산에 직 투입된 요소들이라 할 수 있음(노동 임차료,토지 등의 자본

비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농 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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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단수는 기본 으로 포함하고,경 비의 경우에는 비용을

변수로 사용하기보다 요소가격을 표한다고 볼 수 있는 농가구입

가격지수와 체생산비 간재 비용의 비 으로 신하 다.

간재비의 비 은 문한필 외(2013)에서 생산구조의 변화 향을 알아

보고자 할 때 사용한 바 있어 경 비용에 한 정보 뿐 아니라 생

산구조에 한 정보로도 해석할 수 있다.노동생산성은 김병택

(2014)에서 강조하듯 농업소득 증 를 해 개선이 필수 인 부분이

므로 이의 효과를 악하고자 추가하 으며 개방더미는 시장개방

후로 소득변동성에 미친 향을 효과를 살펴보기 해 모형 2의

추정에 사용한다.지역에 한 정보는 지역 더미보다는 지역집 도

를 활용하는 것으로 신하 다.지역집 도는 특정품목의 생산이

특정지역에 얼마나 집 되어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이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특정품

목의 생산이 특정지역에 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지역에 따른

가격과 단수의 향에 해 분석하고자 가격과 지역집 도 변수와

의 교차항,단수와 지역집 도 변수와의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한다.

연도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추세,기술 변화 등의 효과

(Chavasetal.,2001;Kim andChavas,2003)를 반 한다.

JP함수의 추정방법으로는 주로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3단계

FGLS(FeasibleGeneralizedLeastSquares)방법이 사용된다.그러나

Sahaetal.(1997)이 작은 표본일 경우 최우추정방법(MLE)이 더 효

율 이고 보다 불편추정량에 가까운 추정치를 도출함을 보 고 이

후 Chenetal.(2004),조 경·권오상(2014)등에서 활용하 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최우추정방법(ML)을 사용하여 확률 소득함수를

추정한다.

아래는 분석에 사용한 품목별 표본의 황이며 단감의 경우 자료

의 문제로 제외하 다.7)

7)지역집 도 변수의 생성을 한 재배면 조사가 2005년 이 까지는 ‘단감’을 구

분하여 조사되지 않아 단감의 경우 변수생성에 제한이 있었다. 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농산물소득조사에서 락 없이 조사된 지역이 표 주산지인 경남

과, 남에 국한되었던 을 고려하여 추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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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ln(소득) 모형1 모형2

loglikelihood 219.1348 220.1343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연도 0.03730*** -0.2085*** 0.0390*** -0.2440***
가격 0.0007*** -0.0000 0.0007*** 0.0000

가격*지역집 도 0.0002*** -0.0012 0.0002*** -0.0013
단수 0.0006*** -0.0005* 0.0006*** -0.0004*

<표 4-21>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남 북 충남 충북 국

사과 - 36 29 34 28 30 35 35 227

포도 20 35 34 34 29 28 35 35 250

복숭아 - 36 36 36 36 36 35 36 251

배 - 34 35 34 35 30 35 28 231

추정에 앞서 먼 소득의 변동(이분산성)을 나타내는 항이

포함되는 것이 모형에 합한지에 한 검정이 필요하다(조 경,

2014).따라서 함수 를 상수항만 남겨두고(분산이 불변)나머

지 변수의 추정치들은 0으로 둔 귀무가설 모형을 추정한 후 

을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와의 우도비 검정을 시행하고 이어

서 모형1과 모형2의 상 합성을 확인한다.

1.사과

이분산성 검정결과 사과의 소득함수는 이분산성인 항을 포

함하는 것이 합한 모델임이 확인되었다.이는 독립변수들이 평균

소득뿐 아니라 소득의 변동성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사

과 소득함수의 경우 모형 간 합도 검정결과 모형1이 모형2보다

합하여 개방더미를 포함하지 않고 추정하 다.따라서 아래 이어

지는 추정결과에 한 설명은 모형1에 을 맞추어 진행한다.

<표 4-22>사과 소득 함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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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지역집 도 -0.0003*** -0.0020 -0.0003*** -0.0026
지역집 도 0.4366** 6.4653 0.3225* 8.3276
간재 비 -0.0285 2.0876** -0.0104 1.9165**

농가구입가격지수 -.0185*** 0.0787*** -0.0196*** 0.0860***
노동생산성 0.0049 0.0144 0.0055 0.0119
개방더미 0.3817
상수항 -61.4628*** 409.5233*** -64.8770*** 479.6235***

주 1:모형1과 모형2의 우도비 검정결과 

       으로 

모형1을 기각하지 못한다.
주 2:*,**,***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다.

사과의 소득 함수 추정을 통해 나타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사과의 평균소득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

도,가격,가격*지역집 도,단수,단수*지역집 도,지역집 도,농

가구입가격지수 등이다.시간에 따라 평균소득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가격과 단수는 평균소득에 양의 효과를 미치며,농가구입가격

지수는 평균소득에 음의 효과를 다.특히 가격과 단수가 평균소득

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지역집 도()와의 교

차항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컨 가격,가격*지역집 도,단수,단

수*지역집 도의 추정계수를 ,
,
,
 라 하면,설정된 소득함

수에서 가격의 한계효과는 ( +
),단수의 한계효과는 ( +

 )과 같다.

사과 소득에 미치는 가격의 한계효과는 지역집 도가 클수록 증

가하는 반면에 단수의 한계효과는 지역집 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

다.가격의 변화에 따른 평균소득의 변화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4-23),먼 지역집 도가 가장 낮은 라남도의 경우 가격의 1%

상승에 따라 평균소득은 1.40% 증가하고,지역집 도가 가장 높은

경상북도는 1.68% 증가함을 알 수 있다.단수의 변화에 따른 평균소

득의 변화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지역집 도가 낮은 라남도의

경우 단수 1% 증가에 따라 소득은 1.34% 증가하고,지역집 도가

높은 경상북도의 경우 0.89% 증가한다.즉,사과는 지역집 도가 높

은 지역일수록 가격변화가 평균소득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 반면

에 단수변화가 평균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작아지고 있다.이는 지역

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의 변화가 단수의 변화보다 보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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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소득에 더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소득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과 소득의 변동성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

치는 변수는 연도,단수, 간재 비 ,농가구입가격지수 등이다.추

정 결과 소득변동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 으로 감소하는 추

세로 드러났다.단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해보면 지역집 도 값이 큰

지역일수록 단수 1% 증가의 소득변동성 안정화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표 4-23).이어서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

동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 상승할 때 소득변

동성은 4.68% 증가한다.이를 통해 투입요소가격의 증가로 인한 경

비의 증가는 소득변동성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3>는 각 지역의 평균 지역집 도 값에서의 가격 단수

의 한계효과가 유의했던 경우에 한해 이들이 평균소득과 소득변동

성에 미치는 향을 탄력성의 형태로 살펴본 것이다.

<표 4-23>지역집 도 값에 따른 가격 단수변화의 향(사과)

지역 라남도 경기도 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집도 0.010 0.035 0.038 0.066 0.088 0.124 0.627

dlnm/dlnp 1.402 1.413 1.414 1.428 1.438 1.455 1.689
dlnm/dlnq 1.339 1.321 1.319 1.298 1.282 1.256 0.888

dlnh/dlnq -1.113 -1.220 -1.233 -1.353 -1.447 -1.601 -3.757
주 1:dlnm/dlnp=가격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dlnm/dlnq=단수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dlnm/dlnq=단수 1%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의 변화율을 의미
하며 평균가격(1,905원/10a)과,평균단수(2,136kg/10a)에서 계산된 값이다.
주 2:음 은 통계 으로 유의함(p<0.1)을 뜻한다.

2.포도

포도의 경우 한 이분산성을 포함한 모형이 합하고 모형1과

모형2의 모형간 합도 검정에서는 개방더미를 포함한 모형2가 통

계 으로 유의했다.따라서 포도 소득함수의 추정결과는 모형2를

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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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ln(소득) 모형 1 모형 2

loglikelihood 249.985 252.243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연도 -0.0032 0.1101** -0.0052 0.1131**
가격 0.0004*** -0.0000 0.0004*** -0.0001

가격*지역집 도 0.0001 0.0003 0.0001 0.0006
단수 0.0007*** -0.0000 0.0008*** 0.0000

단수*지역집 도 -0.0003*** -0.0015 -0.0003*** -0.0013
지역집 도 0.3891 2.6911 0.1801 1.5116
간재 비 -0.6645*** 7.0203*** -0.5462*** 6.5552***

농가구입가격지수 -0.0017 -0.0375** -0.0012 -0.0282
노동생산성 0.0238*** -0.1349** 0.0236*** -0.1252*
개방더미 -0.5705**
상수항 19.2138** -221.6241** 23.0609*** -227.8186***

<표 4-24>포도 소득 함수 추정결과

주 1:모형1과 모형2의 우도비 검정결과 

       으로 

모형1을 기각했다.
주 :*,**,***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다.

포도의 평균소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격,단수,

단수*지역집 도, 간재 비 ,노동생산성 등이다.먼 가격과 단

수의 향을 살펴보면 가격과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득은 증

가하고 이는 지역집 도 값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지

역집 도 값에 따른 가격과 단수의 한계효과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에 한해 탄력성의 형태로 살펴보면 표 4-25와 같다.지역집 도

가 가장 낮은 강원도의 경우 가격의 1% 상승에 따라 평균소득은

1.10% 증가하며 지역집 도가 가장 높은 경북은 평균소득은 1.25%

증가한다.반면 단수의 효과는 단수와 지역집 도의 교차항의 음의

부호의 향으로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평균소득 증가효과

가 낮게 나타난다.단수 1%의 상승은 강원도에서는 평균소득 1.31%

의 증가 효과가 있으며 경북에서는 1.10%의 증가효과를 보인다.

한 간재 비 과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득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평균소득의 증가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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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ln(소득) 모형 1 모형 2

loglikelihood 201.6297 205.2418

다음은 소득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알아본다.연도,

간재 비 ,노동생산성,개방더미 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소득

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가격과 단수의 향은 유의하

지 않았다. 간재 비 이 1% 증가할 때 소득변동성은 2.36% 증가

하며 노동생산성의 노동 생산성이 1% 개선 될 때 소득변동성은

0.73% 완화된다.마지막으로 개방더미는 (-)부호로 개방 이후 소득

변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는 앞서 소득변동

실태에 해 살펴봤듯 개방 이후 소득변동성이 감소한 것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표 4-25>는 각 지역의 평균 지역집 도 값에서의 가격 단수

의 한계효과가 유의했던 경우에 한해 이들이 평균소득에 미치는

향을 탄력성의 형태로 살펴본 것이다.

<표 4-25>지역집 도 값에 따른 가격 단수변화의 향(포도)

지역 강원 남 북 경남 충남 충북 경기 경북
지역집 도 0.014 0.031 0.039 0.047 0.112 0.138 0.154 0.418
dlnm/dlnp 1.101 1.107 1.110 1.113 1.138 1.148 1.154 1.255
dlnm/dlnq 1.310 1.301 1.296 1.293 1.259 1.246 1.238 1.101

주 1:dlnm/dlnp=가격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dlnm/dlnq=단수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을 뜻하며 평균가격(=2,473원/10a)과,평균단수(=1,629kg/10a)에서 계산
한 값이다.
주 2:음 은 통계 으로 유의함(p<0.01)을 뜻한다.

3.복숭아

복숭아의 경우 한 이분산성을 포함한 모형이 합하고 모형1

과 모형2의 모형간 합도 검정에서는 개방더미를 포함한 모형2가

통계 으로 더 유의하 다.따라서 복숭아 소득함수의 추정결과는

모형 2을 심으로 설명한다.

<표 4-26>복숭아 소득 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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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연도 0.0497*** -0.0330 0.0536*** -0.0075
가격 0.0005*** 0.0004*** 0.0005*** 0.0003**

가격*지역집 도 0.0000 -0.0024*** 0.0000 -0.002***
단수 0.0007*** 0.0000 0.0007*** 0.0000

단수*지역집 도 0.0000 -0.0042** 0.0001 -0.0032*
지역집 도 -0.0227 12.4250*** -0.1072 10.1618***
간재 비 -0.9963*** 2.9575*** -0.8122*** 3.3072***

농가구입가격지수 -0.0176*** 0.0061 -0.0186*** 0.0072
노동생산성 0.0166*** -0.0333 0.0122** -0.0496*
개방더미 -0.6376***
상수항 -85.6266*** 61.6981 -93.4450*** 10.9746

주 1:모형1과 모형2의 우도비 검정결과        으로 
모형1을 기각했다.
주 2:*,**,***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다.

평균소득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도,가격,단수,

간재의 비 ,농가구입가격지수,노동생산성 등이다.가격과 단수

의 평균소득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지역집 도에 따라 달라진다.그

러나 평균소득의 경우 가격 1% 상승에 따른 평균소득의 상승률이

거의 1%로 유사한 수 을 보인다.단수의 변화에 따른 평균소득의

변화율은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 보다 크며 가격의

한계효과 보다 큰 값을 보인다. 한 간재 비 과 구입가격지수의

증가는 평균소득의 하락에,노동생산성의 증가는 평균소득의 상승에

기여한다.

소득의 변동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변수들은 가격,가격*지역집

도,단수*지역집 도,지역집 도, 간재비 등이다.가격과 단

수의 향은 지역집 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표 4-27>와 같다.

지역집 도가 낮은 라남도의 경우 가격 1%의 상승은 소득변동성

0.48%의 증가 효과가 있으며 지역집 도가 커질수록 그 크기가 감

소함을 알 수 있다.그러다 지역집 도가 0.1을 넘어서자(충북,경

북)부호가 바 어 가격의 상승이 소득변동성의 완화효과를 내고 그

크기도 지역집 도가 커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즉,생산 집

정도에 따라 가격의 변화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의 방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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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수는 지역집 도가 일정 수 (충북,경북)이상 일 때 그 효과

가 유의했고 지역집 도가 커질수록 단수 1% 증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 간재비용 비 의 1% 증가는 소득변

동성의 1.17% 증가,노동생산성의 1% 증가는 소득변동성의 0.34% 감

소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개방더미는 (-)부호로 개

방 이후 소득변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는 앞

서 소득변동실태에 해 살펴봤듯 개방 이후 소득변동성이 감소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4-27>은 각 지역의 평균 지역집 도 값에서의 가격 단수

의 한계효과가 유의했던 경우에 한해 이들이 평균소득과 소득변동

성에 미치는 향을 탄력성의 형태로 살펴본 것이다.

<표 4-27>지역집 도 값에 따른 가격 단수변화의 향(복숭아)

지역 남 경남 경기 북 충남 충북 경북
지역집 도 0.046 0.068 0.075 0.075 0.090 0.161 0.428
dlnm/dlnp 1.016 1.015 1.014 1.014 1.013 1.009 0.993
dlnm/dlnq 1.168 1.170 1.171 1.171 1.173 1.183 1.218
dlnh/dlnp 0.481 0.378 0.349 0.347 0.279 -0.053 -1.298
dlnh/dlnq -0.238 -0.351 -0.383 -0.385 -0.459 -0.825 -2.195

주 1:dlnm/dlnp=가격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dlnm/dlnq=단수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dlnh/dlnp=가격 1%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 변화율,dlnh/dlnq

=단수 1%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 변화율을 뜻하며 평균가격(=2,078원/10a)과,평균
단수(=1,609kg/10a)에서 계산된 값이다.

주 2:음 은 통계 으로 유의함(p<0.1)을 뜻한다.

4.배

배도 마찬가지로 이분산성을 포함한 모형이 합하 고 모형1과

모형2의 모형간 합도 검정에서는 개방더미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

1이 통계 으로 더 유의하 다.따라서 배의 소득함수 추정결과는

모형1을 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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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ln(소득) 모형1 모형2

loglikelihood 230.9664 231.1976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평균소득

()

소득의변동성

()

연도 -0.0002 -0.0279 0.0003 -0.0392
가격 0.0007*** 0.0001 0.0008*** 0.0001

가격*지역집 도 -0.0005** -0.0053*** -0.0005** -0.0054***
단수 0.0004*** -0.0004 0.0004*** -0.0003

단수*지역집 도 0.0000 0.0009 0.0000 0.0006
지역집 도 0.5997 7.6109 0.7044 8.6031
간재 비 -0.1441 1.7430** -0.1433 1.8093**

농가구입가격지수 -0.0032* 0.0206 -0.0035** 0.0215
노동생산성 0.0018 -0.0480** 0.0019 -0.0459**
개방더미 0.1846
상수항 13.0634 52.5460 11.6965 74.7603

<표 4-28>배 소득 함수 추정 결과

주 1:모형1과 모형2의 우도비 검정결과 

       으로 

모형1을 기각 하지 못했다.
주 :*,**,***은 각각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다.

배의 평균소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격,가격*지역

집 도,단수,농가구입가격지수이다.가격과 단수는 평균소득을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며 지역집 도 값에 따라 한계효과

의 크기가 달라진다.구입가격지수는 평균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향을 미친다.

소득의 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격*지역집 도,

간재 비 ,노동생산성이다.교차항은 음의 부호를 가져 지역집 도

가 높을 때 가격의 상승이 소득변동성의 증가에 미치는 향이 감

소함을 알 수 있다.실제 지역집 도가 낮은 경북의 경우 가격의

1% 상승은 소득변동성의 0.82% 감소를,지역집 도가 높은 경기도

는 2.03% 감소에 향을 미친다.이는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

록 경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의 변화율이 큼을 의미한다.

한 간재비용의 비 1% 상승 시 0.69%의 소득변동성의 증가가

발생하며,노동생산성이 1% 개선될 때 소득변동성이 0.46%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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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은 각 지역의 평균 지역집 도 값에서의 가격 단수

의 한계효과가 유의했던 경우에 한해 이들이 평균소득과 소득변동

성에 미치는 향을 탄력성의 형태로 살펴본 것이다.

<표 4-29>지역집 도 값에 따른 가격 단수변화의 향(배)

지역 북 충북 경북 경남 충남 남 경기

지역집 도 0.045 0.052 0.110 0.117 0.173 0.187 0.234

dlnm/dlnp 1.388 1.381 1.326 1.319 1.264 1.251 1.206

dlnm/dlnq 1.126 1.128 1.138 1.140 1.150 1.152 1.161
dlnh/dlnp -0.208 -0.274 -0.827 -0.895 -1.444 -1.573 -2.030

주 :dlnm/dlnp=가격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dlnm/dlnq=단수 1%변화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율,dlnh/dlnp=가격 1%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 변화율을 의미하며 

평균가격(=1,791원/10a)과,평균단수(=2,384kg/10a)에서 계산된 값이다.

주 2:음 은 통계 으로 유의함(p<0.1)을 뜻한다.

제 5 분석결과 요약 정책 시사

1.분석결과 요약

주요 과수의 품목별 소득변동성을 분산 분해한 결과 주요 과일류

의 경우 소득 변동은 경 비 변동 보다는 가격과 단수의 변동으로

부터의 향이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품목별로 비교해보면

사과는 가격>경 비>단수,포도는 가격>단수>경 비,복숭아는 가

격>경 비>단수,배는 가격>경 비>단수,단감은 단수>가격>경

비의 순으로 소득변동성에 향을 받고 있다.이 에서도 가격변동

성으로부터의 향이 가장 컸던 과일은 복숭아이며 단수변동성으로

부터 향이 가장 컸던 것은 단감,경 비변동성으로부터의 향이

가장 컸던 것은 배이다.

시장개방 시 인 1995년 후로 분해한 결과 1995년에 비해 이후

에 모든 품목들에서 공통 으로 경 비 변동성의 향이 증가했음

을 알 수 있었다.사과,포도 그리고 감은 가격변동성과 경 비변동

성의 향이 더 증가했고,복숭아와 배는 단수변동성과 경 비 변동

성의 향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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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모형1)

포도

(모형2)

복숭아

(모형2)

배

(모형1)

평균소득 ()

연도 + +

가격 + + + +
가격*지역집 도 + -

단수 + + + +

단수*지역집 도 - -

지역집 도 +
간재 비 - -

농가구입가격지수 - - -

노동생산성 + +

상수항 - + -
소득의 변동성 ()

연도 - + -

가격 +

가격*지역집 도 - -
단수 -

단수*지역집 도 -

지역집 도 +

간재 비 + + + +
농가구입가격지수 +

노동생산성 - - -

개방더미 - -

상수항 + +

품목별로 확률 소득함수를 추정한 결과 평균소득과 소득변동성

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표 4-30>과 같

았다.소득함수 추정의 요약은 본 연구의 심사인 소득변동에 한

내용에 해 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 4-30>각 품목별 소득 소득변동성 향 요인

주 :빈칸은 통계 으로 (p<0.1)유의하지 않음을 뜻하고,부호는 추정계수의 방향을

의미한다.

가격의 향은 가격 자체와 가격과 지역집 도의 교차항으로 이

루어진다.교차항 자체가 추정결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조사된 지역들의 평균지역집 도에서 가격의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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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설검정 한 결과 지역집 도 값에 따라 가격의 향이 달라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단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격의 상승은 모든 품목에서 평균소득의 상승에 향을 미친다.

한 사과와 포도의 경우 지역집 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평균소

득에 미치는 양의효과가 커지며,복숭아와 배의 경우 지역집 도가

높아질수록 가격 평균소득에 미치는 양의효과가 감소한다.

단수의 상승은 모든 품목에서 평균소득의 상승에 향을 미치는

데 지역집 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사과와 포도는 지역집 도가 높

은 지역일수록 단수의 상승이 평균소득의 상승에 미치는 향의 크

기가 작았으며 복숭아와 배는 이와 반 로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그 향의 크기가 컸다.

소득변동성에 있어서 가격과 단수의 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가격의 향은 복숭아와 배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다.복

숭아의 경우 지역집 도가 커지면서 가격의 향이 양의 부호에서

음의부호로 바 는 상을 찰되었고,지역집 도가 가장 높았을

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배의 경우 가격은 음의 효과를 보이고 지역집 도가 높아질수록 변

화율의 크기가 커진다.즉,복숭아와 배 농가의 소득변동성은 생산이

집 된 지역일 경우 가격변동에 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수의 향은 사과와 복숭아에서 유의했다.단수의 상승은 사과

에서는 소득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며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효과가 컸다.특히 지역집 도가 가장 높

은 지역인 경북에서 단수변동이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게 찰되었는데 이는 분산분해 결과와도 일치한다.복숭아의 경

우 지역집 도 값이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단수의 향이 유의

했으며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단수의 상승에 따른 소득변

동성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종합하면,가격과 단수가 통계 으로 유의했던 품목들에 한해서는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과 단수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동

성의 변화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간재비용의 증가와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상승은 평

균소득에는 음의 효과를 주고 소득의 변동성에는 양의 효과를 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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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득 안정화 리에 있어서 필수 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인들이

라고 볼 수 있다.특히 간재비용의 비 1% 변화에 따른 소득변

동성의 변화율은 포도가 2.36%로 가장 크게 계산되었다. 한 노동

생산성의 경우 포도와 복숭아의 평균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소득변동

성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품목의 소득

증진 안정화를 해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요하게 고려될 필요

가 있다.마지막으로,개방더미를 포함한 모델은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합하 으며 그 효과는 두 품목 모두에서 음의 부호를 띈다.

이는 1 에서 포도와 복숭아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개방이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한다.

2.정책 시사

최근 농업재해보험이 요한 농가경 안정수단으로 인식되며 농

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한 정부재정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률도 2008년 28.5%에서 2013년

51.0%8)로 꾸 히 증가하 다.그러나 사과,배,단감 등의 일부 품

목에 집 되어 있고 동일 품목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가입률의

차이가 커9)문제 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행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즉 단수의 험만을 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과

경 비의 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종합 인 경 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기 해서는 보험의 범 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정원호,2013).

이와 련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행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방향에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주요 과수의 경우 가격 험까지를 보장할 수 있는 수입보

험의 형태로 확 될 필요가 있다.분산분해 결과,소득변동성이 각

요인별 변동성으로부터 향을 받는 비 이 품목별로 미세하게 차

이는 있으나 단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변동성의 향을 확연히

8)농림축산식품부(2014),농업재해보험연감 ;박 기 외(2014)에서 재인용

9)2011년 기 통계에 따르면 사과,배,단감은 각각 86.78%,69.40%,46.01%로 다

른 품목들에 비해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산지역과 비주산지역의 차이

에 따라 가입률이 차이가 있다(최경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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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단감의 경우에도 단수변동과 가

격변동성의 향이 거의 유사한 수 이므로 행 농작물재해보험만

으로는 과수농가의 경 소득 안정에 효과 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하락과 생산량감소로 인한 농가 조수입의 하락을 일정

수 보장할 수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으로의 확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가격,단수,경 비 변동성의 향이 품목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이번 연구에서 지역별 분산분해와 지역집

도를 활용한 품목별 소득함수 추정을 통해 지역별로 요인별 향

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다.특히 복숭

아는 소득변동성에 한 가격과 단수의 효과가 모두 통계 으로 유

의한 품목이었고 가격의 향은 지역집 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짐

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뿐 아니라 농업경

안정화를 한 정책의 마련 시 품목별 특징 뿐 아니라 지역의 특징

과 여건에 맞는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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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인 사과,포도,복숭아,배,단

감 농가의 소득변동성의 실태를 살펴보고 소득변동성에 가격,단수,

경 비 등의 요인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해 분산분

해와 JustandPope(1978)함수 형태의 소득함수를 추정하 다.본격

인 농산물 시장개방이 시작된 1995년을 후로 주요 과일류 생산

농가의 소득과 소득변동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지역별로

가격,단수 등의 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정책 인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주요 과수의 품목별 소득변동성 분산분해 결과 주요 과일류의 경

우 소득변동성은 부분 가격변동과 단수변동으로부터 유발됨을 알

수 있었다.이 사과,포도,복숭아,배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향

이 부분이며 단감은 가격변동과 단수변동의 향이 거의 동일한

비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시장개방을 후로 하여 사과,포도,감

은 가격과 경 비 변동성의 향이 증가했고 복숭아와 배는 가격변

동성의 향은 고 단수와 경 비 변동성의 향이 증가했다.

품목별로 소득함수를 추정을 통해 가격,단수 등의 향요인들이

소득과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지역별

특성에 따른 가격,단수의 향을 악하고자 지역집 도와의 교차

항을 이용하 고 경 비를 신하여 간재 비용의 비 과 농가구

입가격지수를 사용하 다.가격이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은 복숭

아와 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며 복숭아와 배 모두 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의 변화율이 크다.단

수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은 사과와 복숭아에서 유의하다.단

수의 상승은 소득변동성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며 지

역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변화율의 크기가 컸다.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에 한해서는,지역집 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

과 단수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말 할 수 있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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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재비용의 증가와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상승은 평균소득

은 감소시키고 소득변동성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어 소득 안정화 리에 있어서 필수 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인이

라 볼 수 있다. 한 노동생산성의 경우 포도와 복숭아에서 평균소

득은 증가시키고 소득변동성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어 포도와 복숭아 농가의 소득 증진 안정화를 해 노동생

산성이 개선이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 농작물 재해 보

험과 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첫

째,과수의 경우 가격 험까지를 보장하는 수입보험의 형태로 발

할 필요가 있다.둘째,가격,단수의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향의 크

기와 방향이 품목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을 고려하여 품목

별 지역별로 합한 보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총계 (aggregated)자료 형태인 지역별 품목별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 인 효과를 계측하는데 그쳤고,분산

분해와 소득함수추정결과의 연결성이 부족했던 이 한계로 남는다.

추후 개별 농가단 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과일 뿐 아니라 다른 작물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작물별 향요인들의 효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

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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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omposition of fruit farm income 

variability and influence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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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has begun since the WTO’s 

creation on 1995 and we right now in the era of free trade in 

agriculture through simultaneous FTAs with major trade partner such as 

Chil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the surge of import quantities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the increase in suppli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raise the burden of risks upon the farm. Also, climate 

change, agricultural input price volatility and unstable parity index has 

been posing risk to farm management.

    Fruit cultivation is highly specialized, large-scaled, capitalized 

among various type of crop cultivation so that fruit farm shows high 

operating expense ratio in general. Besides,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direct and indirect market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fruit and 

imports, it is predicted that the producer will be affected greatly by 

various agricultural risks. He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study aims to analyse factors that influen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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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of farms growing major fruits – apple, grape, peach, pear, 

and sweet persimmon – which are the key items to maintain domestic 

fruit industry. 

  The data in the study is average annual farm income of each fruits 

over 36 years from 1979 to 2014. Applying a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this paper analyse the effects of price, yield and cost on 

income variability. Additionally, in order to examine the marginal effect 

of influence factors on income variation, I estimate the stochastic 

income function for each fruits which embodies variance estimate 

developed along the idea of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 suggested by 

Just and Pope(1978). Finally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find the policy implication to stabilize fruit farm income. 

  The result of variance decomposition indicates that price and yield 

risks play a major role in determining income variability. The effects of 

price are marked in apple, grape, peach and pear farm and the effects 

of price and yield are similar in sweet persimmon farm. By comparing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WTO’s commencement, I learn that 

the effects of price and cost risks increase in apple, grape and sweet 

persimmon farm and the effect of yield and cost risks increase in 

peach and pear farm.       

 The purpose of stochastic income function estimation is 1) to measure 

the marginal effect of influence factors including other than price or 

yield on income variability and 2) to investigate how the effects of 

price and yield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 

which means the regional concentration of each frui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rice is significant in peach and pear farm. In both case, the 

price increase is found to greatly decrease income variability in where 

the regional concentration is high. The yield increase is found to 

decrease apple and peach farm income variability and the effect gets 

bigger as the regional concentration is higher. In general, the ratio of 

direct operating cost and input price rise decrease income level and 

increase the variability. And the labor productivity is foun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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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factor that can raise the income level and decreases the 

variability. 

  These findings have some potentiall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crop insurance which covers only yield risk. 

First, the result of variance decomposition suggests that fruit farm 

income variability is heavily affected by price variability. So,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introduce agricultural revenue insurance which is 

cover not only yield risk but also price risk for fruit farm management 

and income stabilization. Second, this study find that the effects of 

price and yield are dependent on fruits and the level of regional 

concentration. With regard to this, regional characteristic of fruits 

should better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insurance.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ata used is aggregated level 

and annual average data. Follow-up studies with individual farm level 

data would derive more accurate and connected result. Also, analysis 

including another type of crops and finding differences would be 

interesting and meaningful.      

   

keywords : Fruit, fruit farm, income variation, variance decomposition, 

stochastic income function, agricultural survey of income

Student Number : 2014-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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