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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수요체계 추정을 통한

정부의 쌀 재고 운용비용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김상인

한국 쌀 시장은 수요량의 감소율과 공급량 감소율의 불균형상태로 인해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쌀 시장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원인과 환경으로 인해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 직

면한 한국 쌀 시장에서 공급량 조절을 통한 쌀 정책의 가격조절능력을 계

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의 쌀 재고 운용비용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했

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수요체계 추정

을 통해 도출된 가격 신축성 계수를 활용하여 정부 공급량 조절시의 시장

가격 조절효과를 계측했다. 정교한 수요체계 추정을 위해 수요체계의 기

본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LA/AIDS Model을 이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여 수요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한국 쌀 소비량의 감소가 외식비 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 하에

외식비 지출을 고려한 모형을 설계하여, 외식비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모

형과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도출된 결과 값들만을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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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비 포함모형의 경우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공비축제도 도입 이후

인 2006년 이후 평균 –0.313이고 가격신축성계수는 –3.199로 쌀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현실을 외식비 미포함모형(-0.445)보다 잘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가격효과의 경우에는 –0.011로 가격증

가에 따른 소비량의 감소가 1원 증가 시 11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

식비 미포함 모형(-0.018)보다 현실을 더 잘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외식비 포함 모형의 결과를 쌀 재고 운용 비용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소비량이 증가추세이면서 변동이 커 정책의 운용범위가 넓은 가공

용 쌀 소비량의 세부현황을 파악하여 정부가 가공용 공급가격 조절을 통

해 시장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각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공급물량 조절이 야기하는 쌀 시장가격

상승효과를 계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변동직불금 지불감소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시장격리나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가격 조절 등의 정책을 통해 공

급량 10만톤 감소시 쌀 시장판매가격이 80kg당 4600원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변동직불금 감소액은 3154억 8천만원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수요량

이 시장 대체되고 재고량을 주정용으로 전량 판매할 경우는 5338억 4천만

원 규모의 운용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공급과잉 시

에 직접시장격리를 통해 공급량을 10만톤 감소시키고 재고량을 주정용으

로 전량 판매할 경우 1921억 6천만원 규모의 운용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 쌀 시장의 수요체계 분석을 통해 정부의 공급물량 조절에 따른 시

장가격 상승효과를 계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변동직불금 지출감소액과 각

각의 대안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 본 결과 정부양곡 가공용 소비량

을 정부의 재고처리 정책수단으로 적절히 이용할 경우 정부의 양곡관리

재정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연 정부가 시장공급물량의 조절을 통해 시중 쌀 가격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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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안별 쌀 재

고 운용비용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는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개입과 비시장개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

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쌀 수요함수, AIDS 모형, 쌀 재고정책, 가공용 쌀 소비,

가격 신축성 계수, 변동 직불금

학 번: 201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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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공급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증

가하는 수입물량으로 인해 한국 쌀 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태호 외, 2013).

정부 쌀 정책의 목적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수급안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최소비용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정

부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

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함께 소비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소비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 쌀

시장에서 소비는 크게 식량용 소비, 가공용 소비, 감모 및 기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식량용 소비는 꾸준한 감소 추세이

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불안정적이다. 감모

및 기타 역시 불안정적이다. 국내산 햅쌀이 식량용으로 소비된다고

했을 때, 이월 재고량 및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가공용과 감모 및 기

타로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가공용 쌀은 2002년 이후 그 소비량이 증가추세이고 변동이 큰

편이며, 주정용과 가공식품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가공식품용 쌀의 정부공급량은 전체 가공식품용 쌀 소비량의 48%정

도이며, 나머지는 시장에서 공급된다. 또한, 감모 및 기타의 경우 매

년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고, 그 범위도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 하에서 정부가 양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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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지는 가공용 소비

량과 감모 및 기타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박동규 외

(2011)에 따르면 감모 및 기타는 생산량, 수입량, 이월재고량 등의

공급량과 식량용, 가공용, 종자용, 수출용 등의 소비량 그리고 기말

재고량과 같은 변수들의 조사결과의 통계적 잔차량을 포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감모 및 기타는 소비분석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용 쌀 소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가공

용 쌀의 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시장 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 쌀 시장의 수요함수를 분석하고

가격신축성계수를 도출하여 구조적 공급과잉 물량이 야기하는 가격

변동성규모를 계측하며, 이에 따른 각 대안별 비용과 이익을 감안하

여 대안별 손익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쌀 수요체계의 도출을 통해 쌀 수요의 특성

을 파악하고 정부가 가공용 쌀 공급가격의 조절을 통해 시장 쌀 가

격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수요체계

에서 도출된 가격 신축성 계수를 이용하여 시장가격 개입을 통한

변동직불금 지불 감소액 규모를 계측한다. 이 변동직불금 지불 감소

로 인한 이익과 대안별 운용비용을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

고운용 대안별 경제적 손익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적절한 쌀 수요체계 도출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소비감소의 원인을

반영한 수요체계로부터 도출된 탄력성, 가격신축성 계수 등의 특성

을 재고관리 대안별 비용분석에 활용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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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두 번째, 한국 쌀 시장의 소비측면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쌀 재고 운용 정책의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가공용 쌀 소비량의 세부현황을 파악하여 정부가 가공용

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고

자 한다.

제 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가공용 쌀 소비량 조절이 가

능하고 이 가공용 쌀 소비량이 시장 물량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 쌀 시장에서 이와 같은 공급물량의 증감이 야기하는 시장

쌀 가격의 변화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쌀 시장의 수요체계분석을 통해 가격 신축성 계수를 도출함으

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수요체계의 기본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을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가격 신축성 계수를 도출한다. 김병택(2004)에 따르면 경

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패턴은 고급화,

다양화, 편의화, 사회화 등의 특성을 지닌 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 바로 외식소비 증가에 따른 쌀 소비량의 감소

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쌀 소비가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외식비 지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

소비량 감소의 원인인 외식비지출을 포함시킨 수요체계 모형과 이

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요체계 모형과의 직접비교를 통해 그 원인에

따른 수요체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재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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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안별 경제적 손익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 쌀 시장 수요함수 추정 결과 도출된 가격 신축성계수를 통해

공급량 증·감시 가격변화분을 계측하고 공급 가격 인상, 과잉 공급

물량의 대북지원 등과 같은 가능한 시장 격리 시나리오를 통해 얻

어지는 비용감소분과 이익감소분을 비교하여 최적 대안을 검토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를 나타내는

양곡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분석 자료는 양정자료와 농림업 주요 통

계 연보의 가격자료와 수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자료

를 사용했다.

제 4절 선행연구 검토

1. 쌀 수요에 관한 연구

쌀이 한국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정책연구, 소비동향 연

구, 수요체계 연구, 공급체계 연구 등 쌀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 중 수요체계에 관한 연구로 박세권(1991)은 우리나라의 지역,

계절, 소득계층별로 미곡 소비형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더미변

수를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Box Jenkins 모형을 이용하여

국민 1인당 미곡 소비량을 예측했다. 미곡소비량의 구조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견해와 같이 미곡소비량이 계절과 지역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이 나타났고, ARIMA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1인당 미곡 소

비량은 아주 완만한 감소추세가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곽창근(1997)은 Joint Test를 이용하여 경험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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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전대수(log-log) 형태의 쌀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쌀 수요에 있

어 구조적 변화의 존재와 형태적 특성을 결정하고자 했으며, 연구

결과 쌀 수요가 1986년 이후 가격과 소득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다

르며, 계수의 분산에도 차이가 있어, 구조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했으

며 구조변화 이후의 관측치만 사용해야 더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곽창근 외(1998)은 쌀 소비에 대한 부(-)의 소득탄력성이 중

요한 변수(외식소비)의 탈락으로 인하여 편의된 과소추정치일 가능

성을 검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으며, 역대수(log inverse log) 모

형의 경우 소득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의 쌀 소비를 분석하는데 전대수

(log-log) 모형이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외식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부(-)의 소득탄력성은 외식소비

의 탈락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계임 외(2003)은 쌀의 소비구조를 규명하고 가정과 외식에서의

쌀 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산 쌀 차별화와 소비확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수도권 610가구 소비자

와 급식업체와 외식업체 29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쌀 소비구조, 쌀 소비 결정요인, 소비자의 쌀 선호요

인 분석, 외식부문 쌀 소비행태 분석을 시행했다.

쌀 수요체계 분석관련 해외연구로 Ito 외(1989)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득증가에 따른 쌀 소비 감소추세를

가질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14개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과 쌀 소

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변수로 소득과 밀가루 가격에

대한 쌀 가격의 비율을 사용했는데,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소득은 400%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5.4% 증가한 데 그쳐, 쌀 소

비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시아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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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이미 쌀이 열등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정상재이긴

하나 탄력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 AIDS Model을 사용한 수요체계 연구

사공용 외(1994)는 AIDS Model을 이용하여 수요함수 추정시 시계

열 자료를 사용할 경우,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면 모형의 오류로 인

해 잘못된 결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비 자료로부터 구조적 변

화를 제외시킨 자료를 이용하여 AIDS Model에 적용했다. 분석결과

소비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을 경우 구조적 변화를 제외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계임 외(1999)는 과실류의 계절별 소비를 분석하기 위해

LA/AIDS Model을 이용하여 수요시스템 모형을 추정하고, 탄성치를

계측함으로써 가격 및 소득 수준이 과실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했으며, 분석결과 모든 과실은 대체관계라는 일반적인

가설과 달리 일부 품목 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윤성민 외(2003)은 한국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행태를 대

표적인 완결수요체계인 AID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했으

며, 갈치, 건멸치, 물오징어, 명태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분

석대상 어종 중에서 물오징어의 수요가 소득 및 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 수산물 어종 사이

에는 대체재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2005)는 수매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바탕으로 한국 쌀 시장의 수급 분

석을 시행하고자 했다. 효용함수의 약분리성과 2단계 예산편성 가정

을 바탕으로 LA/AIDS Model을 통해 1인당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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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쌀의 지출탄력성은 0보다 컸으며, 소득탄력성도 대체로 0보다 크

게 도출되었다.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수요체계의 기본가정을 만족시키는 AIDS model을 통해

한국 쌀 수요체계를 추정했으며, 한국에서 쌀 수요의 감소추세가 외

식 횟수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기존 연구와 달리 지

출액 비중을 고려함에 있어 외식비 지출액을 포함시킨 모형과 그렇

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단순히 쌀 수요

체계의 도출에 그치지 않고, 가공용 쌀 소비량의 변동이 큰 점에 착

안하여 수요체계 분석을 통해 얻어낸 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가

격 신축성 계수를 이용하여 정부가 가공용 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시장 쌀 가격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지를 분석했다. 결론적으

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고처리 대안별 손익을 분석하여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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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한국 쌀 시장의 수요체계 분석

제 1절 이론적 배경 및 모형

일반적으로 재화에 대한 수요체계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방정식 모형으로 수요량을 종속변수에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각 변수들의 계수값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함수적 형태에 따라 전대수 모형(log-log

model), 반대수 모형(log-linear model), 역대수 모형(log-inverse-log

model) 등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는 수요함수가 효용 극대화 문제의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함수의 기본가정들을 만족시키는 수요체계를 가정하여 이를 추

정하는 방법으로 이는 로테르담 모형(Rotterdam model)과 선형지출

모형(Linear Expenditure System) 그리고 이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써 더 이론적으로 적합한 형태의 모형인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는 효용함수의 약

분리성(Weak separability)과 2단계 예산 편성(Two-stage budgeting)

가정을 바탕으로 효용극대화에서 도출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것이

다(김태균 외, 1994). 본 장에서는 수요함수의 기본가정들을 만족시

키는 수요체계인 LA/AIDS model을 바탕으로 한국 쌀 시장의 수요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고, 이는 외식비지출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

정 하에 외식비지출을 고려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을 생계형 식품소

비와 비생계형 식품소비로 구분한 모형1)(외식비 미포함 모형)과 1인

1) 임상수. (2005). 한국 쌀 시장의 수급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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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외식비지출비중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생계형 식비지출과 비생

계형 식비지출로 구분한 모형(외식비 포함 모형)을 분석을 시도한

다.

이 두 모형에 대한 LA/AIDS Model을 바탕으로 한국 쌀 시장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후 가격탄력성 및 가격신축성 계수, 지출탄력성

및 소득탄력성 그리고 가격효과를 도출하여 한국 쌀 시장의 수요체

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두 모형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정부의 재고관리 정책의 손익

을 계측해보고자 한다.

1. 분석 모형

Deaton and Muelbauer(1980)에 의해서 고안된 AIDS model은 많은

응용 수요 분석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모집단을 상대적

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수요체계의 기본가정을 만족시키면서 통

합(aggreg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잘 짜여진 분석적 체계를 기반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Buse, 1994).

각 소비자의 수요함수가 통합될 수 있으려면 각 소비자의 간접효

용함수의 형태는 <식 2-1>과 같은 Gorman polar form을 만족 시

켜야 한다.

    <식 2-1>

=각 소비자의 간접효용함수, =재화의 가격, =예산(소득)

=각 소비자가 가진 부의 수준, =상품구매의 효용

각자가 가진 부의 수준은 다르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같은 조합의

상품구매가 주는 효용은 서로 같아야 수요함수가 통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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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간접효용함수의 형태를 만족시키는 수요체계를 가정하여

수요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이 PIGL(Price independent generalized

linearity)과 PIGLOG이다. AIDS model은 PIGLOG 수요체계의 특수

한 형태이다.

AIDS model을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분

리성과 2단계 예산편성 가정을 해야 한다. 약분리성 가정은 다단계

예산편성 가정의 필요조건으로 소비자들의 두 소비재들 사이의 한

계대체율이 다른 그룹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에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즉 그룹 간 소비재들 사이의 대체가 총지출에 있어서 그룹

간 비중만큼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ellen et al., 1996). 2단계

예산 편성 가정은 소비자들이 각 그룹의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예

산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그룹 내의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예산

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상수, 2005). 이와 같은 제약들은 분석

하기 위한 함수적 형태를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만든다.

약분리성 가정에 따른 직접효용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식 2-2>

   ⋯⋯ 

   ⋯⋯  

· 
 



·

 = 전체 상품구매 조합의 직접효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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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그룹재화 소비의 간접효용함수

 = 그룹의 수,  = 예산(소득)

i = 각 소비재화의 그룹, j = 그룹 내 소비재화 종류

 = i 그룹의 소비량,  = i 그룹의 가격

2단계 예산편성 가정에 의해 효용함수는 지출액에 포함되는 모든

재화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 

<식 2-3>

이러한 효용극대화 문제를 통해 도출되는 해가 보통수요함수가 되

는데 AIDS model은 효용극대화 문제를 만족시키는 지출함수를 이

용하여 수요체계를 분석하므로 지출함수 도출을 위해서 보상수요함

수의 도출이 필요하다. 2)


 




 ·

 ≥ 

<식 2-4>



= 그룹 내 재화의 보상수요함수

 = 그룹 내 재화의 가격

2) 이는 효용극대화 문제를 만족시키는 지출함수의 해가 보상수요함수이고 보상수요함수를 목적
식에 대입해서 얻은 지출액이 효용극대화 문제를 만족시키는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AIDS model이 이 지출액의 비중을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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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 보상 수요함수이고, 이 보

상 수요함수를 목적식에 대입한 아래 <식 2-5>가 지출 함수가 된

다.

 
 




 · <식 2-5>

앞서 언급한 대로 AIDS model은 이 지출함수를 PIGLOG 형태로

만든 특별한 형태이다. 그 자세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ln   

   
  



ln  


  




  




 lnln

  








<식 2-6>






  





 





   adding up condition







   homogeneity condition

   symmetry condi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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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을 ln로 미분

 




 



lnln ln <식 2-7>

= 지출액 중 i품목의 지출액 비율

여기서 , ln 
  



 · ln (Stone’s price index)

이렇게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일종의 물가지수인 stone’s price

index를 사용한 AIDS model을 LA/AIDS model이라고 한다.

PIGLOG model은 총 지출의 로그변환에 있어서 지출의 비율이 선

형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QU-AIDS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

용된 자료의 경우에는 <그림 2-1>과 같이 선형이라는 가정을 만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엥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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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AIDS model을 이용하여 쌀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

해서 약분리성과 2단계 예산편성을 가정하면, 쌀이 식품군에 포함되

기 때문에 비 식품군 소비지출을 제외한 식품군 소비지출만을 고려

하면 된다. 식품군 소비지출은 임상수(2005)의 이론대로 생계형 식

품군과 비생계형 식품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곽창근 외

(1998)에 따르면 지속된 쌀 수요의 감소는 소득증가에 따른 외식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그룹을 생계형 식비지출과 비생계형 식비지

출로 구분해 비생계형 식비지출에 외식비지출을 포함시켜 모형을

구성했다. 따라서 이 두 모형의 계측을 통해 쌀 수요를 분석함으로

서 외식비지출의 영향을 포함시킨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비교

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절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양정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 주요통계의 쌀 소비

량, 밀 소비량, 육류 소비량 등의 소비량 자료와 밀가루, 육류, 쌀의

명목가격자료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 자료3)형태로 활

용되었다.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중 소비지출액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각 품목의 가격자료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

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하였다.

3) 양곡년도(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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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실질 쌀 가격 2,152.9 67.5 1,937.0 2,238.0

실질 밀가루 가격 572.6 119.5 371.0 845.0

실질 육류 가격 18,275.5 1,379.1 16,211.0 21,588.3

쌀 소비량 92.8 15.5 71.2 119.6

밀 소비량 32.9 1.7 29.8 35.9

육류 소비량 10.2 1.8 6.6 13.5

총 소비지출액(월) 2,122,995 214,443.3 1,647,822 2,362,947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실질 쌀 지출액 200,106 34,988 137,914 254,628

실질 육류 지출액 187,698 38,579 112,194 238,754

실질 밀가루 지출액 18,731 3,422 13,319 26,111

실질 식료품지출액 1,316,393 120,992 1,157,872 1,576,339

실질 외식비 지출액 819,001 273,305 347,502 1,114,309

<표 2-1>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1990~2012)

(단위: kg, 원/kg)

<표 2-2> 1인당 연간 지출액 기초통계량

(식품지출 및 외식비 지출)

(단위: 원)

제 3절 모형설정

Gorman polar form 형태를 가진 간접효용함수를 만족하는 함수적

형태이면서 PIGLOG 모형인 AIDS model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

쌀 시장 전체의 수요는 1인당 수요함수에 인구를 곱한 형태로 통합

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의 1인당 수요함수를 추정하

고자 한다. 정확한 수요함수 추정을 위해서는 AIDS model에 집계

조건, 동차성 조건, 대칭성 조건 등의 제약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AIDS model의 경우 n개의 회귀식에서 한 개식을 제외하고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집계조건은 자동적으로 만족되므로(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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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회귀식 중 3개 만을 SUR 방법을 통해

추정하며, 여기에 동차성 조건과 대칭성 조건의 가정만을 부과했다.

 


 

  



ln ln ln <식 2-8>

ln 
  



· ln : (stone’s price index)

 
  



 : 식품지출액, : i재화의 지출액 비중







   homogeneity condition

   symmetry condition

: 쌀 가격, : 육류 가격, : 밀가루가격, : 비생계형 식품 가격

′: 비생계형 식비지출 가격
: 1인당 쌀 소비량, : 1인당 육류 소비량, : 1인당 밀가루 소비량

: 비생계형 식품소비량, 
′
: 비생계형 식비지출 소비량

제 4절 분석 결과

한국에서 쌀 소비는 감소추세가 상당히 강하고 쌀의 실질 가격 역

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의 쌀 수요함수를 분석하기보다 지출액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

는 AIDS model을 이용하여 쌀의 수요체계를 분석했다. 또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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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대로 한국 쌀 시장에서 쌀의 소비는 외식지출과 연관되어 있

으므로 그룹을 생계형 식비지출과 비생계형 비식비지출로 구분한

모형(이하 외식비 포함모형)을 임상수(2005)가 제시한 생계형 식품

지출과 비생계형 식품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이하 외식비 미

포함 모형)과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AIDS model 식 <식 2-8>을 SUR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는 <표2-3>와 같다.

<표 2-3> AIDS model 추정결과

추정
계수 변수

외식비
포함
추정치

p-value
외식비
미포함
추정치

p-value

 (쌀)상수항 1.23000 0.000 0.74119 0.000

 (육류)상수항 0.24930 0.001 -0.00598 0.962

 (밀가루)상수항 0.07830 0.000 0.03584 0.000

　

 (쌀)ln ln -0.06040 0.000 -0.01062 0.000

 (육류)ln ln -0.03690 0.000 -0.04613 0.000

 (밀가루)ln ln -0.00430 0.010 -0.00085 0.001

　

 (쌀)ln쌀 0.04308 0.000 0.07097 0.032

 (쌀)ln육류 -0.03959 0.000 -0.06901 0.034

 (쌀)ln밀가루 -0.00349 0.000 -0.00196 0.245

 (쌀)ln비생계지출 -0.11310 0.000 -0.10329 0.000

 (육류)ln육류 0.04308 0.000 0.07097 0.032

 (육류)ln밀가루 -0.00349 0.000 -0.00196 0.245

 (육류)ln비생계지출 0.02081 0.000 0.08389 0.000

 (밀가루)ln밀가루 0.00633 0.000 0.01178 0.000

 (밀가루)ln비생계지출 -0.00298 0.000 0.00001 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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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p-value는 외식비 포함 모형의 경

우 모든 추정계수에 대해서 5%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고, 외식비 미포함 모형의 경우는 특정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이 5% 유의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의 경우 전반적인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uare

값이 두 모형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비 포함 모델의

값이 외식비 미포함 모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

측력을 나타내는 RMSE 값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4> 설명력 비교

Equation Root MSE R-square

외식비

포함

w_rice 0.0025 0.9909

w_meat 0.0032 0.9166

w_wheat 0.0003 0.9653

외식비

미포함

w_rice 0.0065 0.8683

w_meat 0.0072 0.9956

w_wheat 0.0006 0.9731

수요체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수요체계의 특

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수요의 반응정도를 계측하

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

쌀 수요체계의 특성파악을 통해 쌀의 가격변화에 수요가 어떻게 반

응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공

급량이 변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신축성 계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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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적절한 재고처리를 통해 실제로 시장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하여 어떤

재고 처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쌀 수요체계에 대한 엄밀한 분

석을 선행하고자 한다. 먼저 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도출한다.

AIDS model에서 자체가격 탄력성과 교차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

은 수식을 통해 도출한다(Buse, 1994).

 





 <식 2-9>

   for       for ≠

 


 : 자체가격 탄력성

 





 : 교차가격 탄력성



- 20 -

<표 2-5> 쌀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 및 가격 신축성 계수

(외식비 포함 및 미포함 모형 비교)

시기
자체
가격

가격
신축성
계수

교차가격 탄력성

밀가루
가격

육류
가격

비생계형
식비 가격

외식비
포함

공공비축제도
도입전

-0.425 -2.351 -0.037 -0.408 -1.086

공공비축제도
도입후

-0.313 -3.199 -0.042 -0.493 -1.373

전체 기간
평균

-0.494 -2.026 -0.031 -0.357 -0.910

외식비
미포함

공공비축제도
도입전

-0.510 -1.959 -0.012 -0.432 -0.671

공공비축제도
도입후

-0.445 -2.248 -0.014 -0.486 -0.767

전체 기간
평균 -0.521 -1.921 -0.012 -0.427 -0.653

주: 공공비축제도 도입 전은 2000~2005년, 도입 후는 2006~2011년을 의미함

한국 쌀 수요의 자체가격 탄력성은 전체 기간 평균 외식비 포함

모형이–0.494로 나타났으며, 외식비 미포함 모형은 –0.521로 나타

나 외식비 미포함 모형이 더 큰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공공비축제

도가 도입된 2005년 이전 6개년과 이후 6개년을 비교한 결과 두 모

형 모두 공공비축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이후에 쌀 자체가격 탄력

성이 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쌀 가격에 대한 수요의 변동폭이 점차 줄

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결과가 공공비축제도의 도입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가계의 소비지출액 비중에서 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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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의 역수로서 공급량의 변동에 의해 변하는 가격변동폭을

의미하는 가격신축성 계수는 공공비축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을 비교할 때 특이점은, 두 모형 모두 각 재화에 대한 교차

가격 탄력성 부호는 음(-)으로 나타났으며 쌀과 육류가격에 대한 교

차가격 탄력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수치가 외식비 미포함모형이

조금 낮게 도출되었다.

한국 및 아시아에서 쌀이 열등재인지 정상재인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4) 일반적으로, 특정재화의 열등재 여부는 소득탄력

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에서 쌀의 소득탄력

성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LA/AIDS model의 경

우 설명변수로서 소득이 아닌 지출액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출

탄력성이 나오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지출 탄력성:   


<식 2-10>

소득탄력성:  ∆

∆
·



∆

∆

∆
∆





 


·∆

∆




<식 2-11>5)

한국에서 쌀의 소득탄력성은 전체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4) Ito(1989), 곽창근 외(1997), 임상수(2005) 등 다양한 쌀 수요체계 관련 연구에서 
쌀이 열등재인지 정상재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주장과 반박을 반복해왔음.

5) 임상수. (2005). 한국 쌀 시장의 수급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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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외식비지출 포함 외식비지출 미포함

소득탄력성 지출탄력성 소득탄력성 지출탄력성

공공비축제도
도입전

0.84 0.28 -2.89 0.93

공공비축제도
도입후 0.08 0.12 -0.60 0.92

전체 기간
평균

0.60 0.37 -0.59 0.93

때 외식비지출 포함 모형은 0.60으로 0과 1사이의 양의 값이 도출되

었으나, 외식비지출 미포함 모형은 –0.59로 0과 –1사이의 음의 값

이 도출되었다. 이는 외식비지출 포함 모형의 경우 한국에서 쌀이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며 필수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식비 미포함 모형의 경우는 쌀이 열등재인 것으로 도출되었

다.

<표 2-6> 지출탄력성 및 소득탄력성

주: 공공비축제도 도입 전은 2000~2005년, 도입 후는 2006~2011년을 의미함

또한 외식비지출 포함 모형의 경우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전 6개년 동안의 소득 탄력성은 0.84로 1에 가까운 수치가 도출되

었지만, 2005년 이후 6개년 동안에는 0.08로 도출되어 소득의 증가

에 따른 쌀 소비가 비탄력적으로 변해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이론에서 가격의 증감은 소득효과와 대체효

과를 포함하는 가격효과를 동반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쌀의 자체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격효과를

계측해보고자 한다. 이 가격효과는 정부의 재고관리 대안 평가 시

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최종 수요의 감소를 포함시켜 대안 평가의

손익을 더욱 엄밀하게 분석하는데 필요하다. 가격효과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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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외식비지출 포함 외식비지출 미포함

쌀-밀 쌀-육류 쌀
자체가격

쌀-밀 쌀-육류 쌀
자체가격

공공비축제도
도입전 -0.0056 -0.0015 -0.0139 -0.0089 -0.0079 -0.0368

공공비축제도
도입후

-0.0043 -0.0020 -0.0110 -0.0023 -0.0033 -0.0188

전체 기간
평균

-0.0041 -0.0016 -0.0188 -0.0033 -0.0034 -0.0263

가격효과:


 ·


  ·


 ·


<식 2-12>6)

<표 2-7> 가격효과

주: 공공비축제도 도입 전은 2000~2005년, 도입 후는 2006~2011년을 의미함

밀가루와 육류, 그리고 비생계 가격변화에 의한 소득효과와 대체효

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구의 목적 기본목적이 쌀 수요함

수 도출을 통해 최적 재고처리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

가격에 대한 가격효과만을 고려했다. 분석결과 외식비 포함 모형의

경우 전체 기간 평균 쌀 가격이 1원 상승했을 때, 쌀 수요량은 전체

기간 평균 기준 1인당 18.8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비

미포함 모형의 경우 1인당 26.3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쌀 판매가격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의 감소

분을 계측해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부가 가공용 공급가격의 인상

을 통해 정부양곡 수요를 시장양곡으로 대체했을 경우 실제로 가능

한 수요대체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는 지를 더욱 엄밀히

6) 임상수. (2005). 한국 쌀 시장의 수급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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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하기 위해 가격효과가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 증가의

효과를 나타내는 가격효과는 가격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것

이 정상적이다.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두 모형 모두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쌀 수요함수 계측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들을 통해

외식비포함 모형과 외식비 비포함 모형을 비교해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는 두 모형 모두 모든 재화에 대해 음의 결과가 도

출되었으며, 그 값의 크기에만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득탄력성 측

면에서는 포함 모형의 경우 0과 1사이의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며,

미포함 모형은 0과 –1사이의 음의 값이 도출되었다. 가격효과의 경

우에는 외식비포함모형과 외식비 미포함모형의 부호는 서로 같았지

만, 그 값의 차이가 컸다. 도출된 결과 값들만을 비교했을 때 외식

비 포함모형의 경우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전체 기간 평균 –

0.494로 쌀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현실을 외식비 미포함모

형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7), 가격효과의 경우

에는 가격증가에 따른 소비량의 감소가 1원 증가시 18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비 미포함 모형보다 현실을 더 잘 반영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량이 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비를

포함한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정부 재고 운용비용 감소

를 위한 최적 대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외식비를 포함

한 모형에서 도출된 가격신축성계수 결과 값을 이용하여 정부가 과

잉 공급물량을 시장격리 할 경우 쌀 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이루어

질 수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7) 사공용(2006)외에 따르면 “노재선 & 임상수(2005)는 AIDS 모형을 이용하여 쌀 가
격탄력성이 1981~2002년까지 평균 –0.294로 추정하였고, 평균값에서는 –0.351로 
추정하였으며, FAO 모형의 경우는 평균 변수값에서 –0.204로 추정하였다. 또한 
외식비를 추가한 곽창근 & 양승룡(1998)은 1971~199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28로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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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과잉 공급물량 시장 격리 시 쌀 가격 변화

(공공비축제도 도입 이후 최근 6개년 기준)

년도
공급량
1% 감소
(원/kg)

공급량
1% 감소
(원/80kg)

공급량
10만톤
감소

가격인상폭
(%)

공급량
10만톤
감소
(원/kg)

공급량
10만톤
감소

(원/80kg)

2006 47.2 3,772.7 4.84 80.8 6,462.4

2007 48.0 3,836.3 5.22 83.3 6,664.8

2008 54.1 4,330.9 6.18 101.0 8,078.6

2009 46.3 3,702.1 5.27 80.0 6,398.4

2010 57.2 4,579.2 5.36 92.1 7,366.8

2011 24.7 1,974.6 2.23 40.3 3,220.6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평균

33.6 2,684.4 3.47 57.5 4,600.9

다음 장에서 가공용 쌀 소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가 재고처리 대안으로 가공용 소비량 조절을 이용하고자 할 경

우 그 가용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와 <표 2-8>에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대안별 손익을 계측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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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쌀 수급현황

제 1절 쌀 소비 현황

한국 쌀 수급은 총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총

공급량 역시 어느 정도 변동은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하지만, 총 소비량의 감소추세에 비해 총 공급량은 더디게 감소

하고 있다(이태호 외, 2013).

공급량 감소가 더딘 이유는 첫째, 직접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등의

쌀 생산에 관련된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과 둘째, 수매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생산면적이 균형점보다 높은 선에서 유지되

는 측면, 셋째, 관세화 유예로 인해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으로 인해 한국의 쌀 시장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인 상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3-1> 한국의 쌀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양정자료, 연도별 양곡수급

주: 총 공급량(당해 생산량+이월량+수입량), 총 소비량(식량용+가공용, 감모 및 기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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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쌀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양곡연도
공급량 소비량 감모

및 기타
생산량 이월량 수입량 식량용 가공용

1990 5,898 1,572 5,127 80 193

1991 5,606 2,025 5,032 148 255

1992 5,384 2,141 4,930 285 269

1993 5,331 1,999 4,855 347 267

1994 4,750 1,820 4,814 351 208

1995 5,000 1,156 4,777 278 364

1996 4,695 659 115 4,778 200 209

1997 5,323 244 4,710 141 181

1998 5,450 497 75 4,606 171 401

1999 5,097 806 97 4,541 174 525

2000 5,263 722 107 4,425 175 468

2001 5,291 978 217 4,209 183 712

2002 5,515 1,335 154 4,145 337 630

2003 4,927 1,447 180 3,987 313 486

2004 4,451 924 193 3,952 335 388

2005 5,000 850 192 3,815 324 720

2006 4,768 832 238 3,860 373 566

2007 4,680 830 246 3,789 424 633

2008 4,408 695 258 3,755 583 443

2009 4,843 686 257 3,683 366 701

2010 4,916 993 307 3,678 549 432

2011 4,295 1,509 327 3,612 644 882

2012 4,224 968 625 3,556 572 740

자료: 양정자료 각 연도

주: 소비량 중 종자용과 수출은 그 양이 총합 5만톤 수준으로 적고 고정적이므로

수급표상에서 제외함.

한국의 쌀 수급에서 공급량은 생산량과 이월량, 수입량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생산량은 다소 변동은 있으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

화, 쌀 수요량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2012

년 현재 1990년 대비 17.9% 감소했다. 수입량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관세화 전환협상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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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식량용과 가공용, 종자용, 수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종자용과 수출용의 경우 합계 5만 톤 수준으로 적고 고정적이므

로 수급표 상에서 제외되었다. 식량용 소비량은 2012년 현재 1990년

대비 20.9% 감소했으며,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세 안정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 한국 쌀 수급체계 구성도

수급표상에서 특이점은 식량용 소비량은 추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가공용 소비량과 감모량은 증가 추세이면서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

다. 이는 정부가 한국 쌀 수급의 공급과잉 구조에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쌀 재고 운용비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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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가공용 소비량 부분과 감모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작황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변동과 구조적인 공급과

잉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변동 직불금으로 총 감축보

조 상당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 1조

4,900억원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쌀 농가 소득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변동직불금은 AMS에 포함되므로 타 작목의 소득안정 및 농

업정책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3-2> 변동 직불금 지출액 추이

(단위: 천 톤)

연산별
농가수

(천호)

면적

(천 ha)

지급총액

(억원)

지급단가

(원)

ha당

단가

(원)

수확기

산지 쌀

가격(원)

‘12년산 719 747 - - - 173,787

‘11년산 740 754 - - - 166,308

‘10년산 781 789 7,501 13,588 950,868 138,231

‘09년산 815 809 5,945 12,028 733,708 142,360

‘08년산 1,025 920 - - - 162,307

‘07년산 1,016 932 2,791 4,907 299,327 150,810

‘06년산 1,000 951 4,371 7,537 459,757 144,715

‘05년산 984 940 9,007 15,710 958,310 140,028

자료: 양정자료

주: 목표가격(‘05~’12년산: 170,083원/80kg)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급과잉 발생시 정부는 변동직불금 지출 부

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쌀 가격 하락을 방지한

다. 첫째, 공공비축제도에 근거한 연간 매입량보다 많은 수준의 물

량을 매입하여 재고로 관리하는 방법 둘째, 농협을 이용하여 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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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물량을 시장 격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2005년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공공비축제도는 도입 전 FAO

의 권고에 따라 비축량을 연간 소비량의 17%수준(2개월 분)으로 책

정했다. 연간소비량의 감소에 따라 3년 마다 비축량 목표를 재검토

하여 도입 시 86만 톤에서 2008년 72만 톤으로 규모를 축소했으며,

2011년 재검토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비축량

은 작황에 따른 공급과잉과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격리조

치로 인해 비축계획량보다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3> 비축계획량 대비 정부 비축량 현황

(단위: 천 톤)

년도
비축
계획량

정부
비축량

년도
비축
계획량

정부
비축량

2006 860 720 2010 720 1434

2007 860 596
2011
(재검토) 720

907

(잠정)

2008
(재검토)

720 606 2012 720

2009 720 884 2013 7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또한 회전비축원칙에 따라 연간 매입량은 36만 톤 규모여야 하지

만, 그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격안정을 위한 정

부의 재고증가는 정부의 저장비용, 가공비용 등 제반관리비용의 증

가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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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잠정)

공

급

전년이월 676 720 596 606 885 1,434

매입

(격리곡)

576

( - )

504

( - )

417

( - )

500

(100)

936

(567)

437

(86)

매입

(대북지원)
27 10 - - - -

수입 238 246 258 257 307 327

수

요

관수용 88 78 74 73 68 67

민수용 118 171 198 32 25 733

가공용 267 303 258 225 447 355

공공용 135 132 131 149 134 123

대북지원용 168 173 - - 5 -

종자·기타 21 27 4 - 13 12

연말재고량 720 596 606 884 1,434 907

감모량 566 633 443 701 432 882

(단위: 천톤)

주 : 농협 수매량 포함, 양곡년도 기준(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정부 재고량인 정부관리양곡은 관수용, 공공용(학교급식용, 사회복

지용), 가공용, 민수용(조곡 공매) 등의 용도로 소비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작황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과잉 시에는 농협을

이용하여 과잉물량을 시장 격리하여 시장가격 하락을 방지하며, 일

정기간 보관 후 이 물량을 조곡공매의 형태로 일반에 판매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판매손실은 정부에서 보전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변동직불금의 지불규모를 낮추기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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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방법은 상당한 규모의 보관비용과 판매손실에 대한 보전비

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결국 시장에 방출되므로 품

질저하가 발생하여 방출시기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

라서 정부는 이미 구매한 재고량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통

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3> 정부관리양곡의 소비량 추이

(단위: 천 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관리양곡 소비량에 있어서 특이점

은 여타 용도의 소비량은 변동이 크지 않고 추세 안정적으로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가공용 소비량의 경

우 규모도 크고 증가추세이며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구매한 재고량의 처분을 통해 양곡관리 재정의 손실을 보전하는 정

부의 재고관리 정책이 가공용 소비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려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조적 공급과잉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현실적인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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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리정책은 가공용 소비량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개입을 통

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공용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재고관리정책

대안에 따른 손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절 가공용 쌀 소비 현황

한국 쌀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가공용 소비량은 총 쌀 소비량

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용 소비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그 변동폭은 다소 큰 편이다. 가공용 소비량은 주정용과 가공

식품용으로 구분되는 용도별 소비량과 시장공급과 정부공급으로 구

분되는 공급처별 소비량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쌀 재고처리 정책

의 최적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공용 소비량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한국 쌀 시장의 수

요분석을 통해 도출한 쌀의 가격신축성 계수를 이용하여 시장격리

를 통한 쌀 가격 상승효과를 계측하는데 가공용 소비량이 어느 정

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용도별 소비량 구분

가공용 수요의 용도별 소비량은 가공식품용과 주정용으로 구분되는

데, 가공식품용과 주정용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이 심

한 편이다. 또한, 주정용의 경우는 정부에서 오래된 쌀인 고미를 처

분하는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용 쌀의 가격은 타피오카

의 가격보다 저렴한 80kg 당 20,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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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연도

용도별 소비량 용도별 가격

가공용
전체

주정용
가공
식품용 주정용

가공
식품용
(원/80kg)비중

1990 80 22 58 72.5 17,447 44,500

1991 148 89 59 39.9 18,079 50,000

1992 285 185 100 35.1 18,093 55,500

1993 347 194 153 44.1 18,093 60,000

1994 351 185 166 47.3 18,093 96,600

1995 278 76 202 72.7 17,992 101,000

1996 200 36 164 82.0 17,577 110,000

1997 141 0 141 100.0 17,162 53,333

1998 171 0 171 100.0 19,448 63,333

1999 174 0 174 100.0 17,724 76,633

2000 175 0 175 100.0 14,803 76,633

2001 183 0 183 100.0 16,610 74,120

2002 337 144 193 57.3 18,937 45,933

2003 313 101 212 67.7 19,381 45,467

2004 335 29 306 91.3 20,124 45,467

2005 324 132 192 59.3 20,469 45,467

2006 373 171 202 54.2 21,474 45,467

2007 424 202 222 52.4 22,159 48,413

2008 583 146 437 75.0 22,678 50,833

2009 366 88 278 76.0 24,118 53,427

2010 549 202 347 63.2 24,118 53,427

2011 644 244 400 62.1 24,118 55,067

<표 3-5> 가공용 소비 현황

(단위: 천 톤)

자료: 양정자료 각 연도, 양곡 가격동향 비교

주: 가공식품용은 ‘90~’93년 통일미 전전년산 가격, ‘94~96년 일반미 전전년산 가격,

’97~2011년 수입쌀 가격. 특별처분용 가공용 공급가격은 제외.

주정용은 정부의 주정용 쌀 공급이 재고처분용으로 이루어지며, 주정판매가격

보다 낮은 선에서 판매되므로 실질 주정가격으로 대체함.(가격자료: Thai

tapioca development institute)

한편, 가공식품용은 97년 이전에는 통일미를 공급했으며, 97년부터

는 수입쌀을 80kg 당 5만원 선에 판매하고 있다. 특이점은 2006년

이후 수입쌀 공급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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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공식품용 소비

량이 수입쌀 공급가격에만 반응하지 않으며, 정부가 재고처분을 위

해 싼 가격에 국내산 ‘고미(古米)’를 판매하는 특별처분에 대한 소비

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4> 가공용 수요의 용도별 소비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양정자료 각 연도 수급통계

주: 1997~2001사이에는 주정용 판매량 없음

또한 용도별 소비량에서 특이점은 가공식품용 소비량과 주정용 소

비량이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4>를 보면 가

공식품용 소비량이 많을 때는 주정용 소비량은 반대로 매우 적은

양이 소비되고 있다. 이는 주정용 소비량의 경우 정부가 판매물량을

배정한 후 신청에 의해 판매되므로 정부의 재고처리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가공식품용 소비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즉 주정용 소비량은 정부가 재고처분을 위해 창출한 수

요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가공용 쌀을 소비하는 가공업체들은 정부에서 판매하는 수입쌀과

국내산 고미(古米)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업체의 특성이나 제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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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따라 국내산을 시중에서 구매하기도 한다. 반면, 주정용

의 경우 전량 정부양곡이다.

2. 가공용 수요의 공급처별 소비량 구분

전체 가공 식품용 소비량 중 정부양곡(수입쌀+국내산 쌀)의 소비비

중은 최근 5개년 평균 50.0%이다. 가공 식품용 정부양곡 소비량에는

국내산 고미(古米) 소비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중은 더 낮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쌀 수입량 중 가공 식품용 정부양곡 소비 비중

은 최근 5개년 평균 52.7%이다.

이는 의무수입인 쌀의 상당부분이 가공용으로 소비되지 못하는 것

으로, 가공식품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쌀에 대한 독립적

인 수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림 3-5> 가공식품용 수요의 공급처별 구분

(단위: 천톤)

자료: 양정자료 각 연도 수급통계

주: 시장공급량은 총 가공식품용 소비량-정부공급량

따라서 가공용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양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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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연도

공급처별

쌀
수입

수입량 중

가공식품용

정부공급

비중

가공용
전체

가공 식품용

주정용
(정부)

가공
식품용
(정부)

가공
식품용
(시장)

정부
공급량
비중

1997 141 88 53 62.4 - - -

1998 171 78 93 45.6 - 75 104.0

1999 174 74 100 42.5 - 98 75.5

2000 175 67 108 38.3 - 106 63.2

2001 183 183 - 100.0 - 128 143.0

2002 337 73 120 37.8 141 154 47.4

2003 313 84 128 39.6 104 180 46.7

2004 335 90 216 29.4 34 205 43.9

2005 324 95 97 49.5 131 204 46.6

2006 373 96 106 47.5 171 211 45.5

2007 424 102 120 45.9 209 265 38.5

2008 583 112 325 25.6 146 309 36.2

2009 366 137 141 49.3 88 267 51.3

2010 549 191 156 55.0 202 307 62.2

2011 644 243 157 60.8 244 327 74.3

2012 572 247 171 59.1 133 625 39.5

가공 식품용 소비량과 시중의 가공식품용 쌀 소비량을 구분하여 분

석해야 한다. 또한 양정자료 및 주요통계 자료의 수급표 상에서는

정부양곡의 가공식품용 소비량 중 어느 정도가 수입쌀로 판매되는

지 국내산 고미(古米)로 판매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양곡의 가

공식품용 소비량에 병합되어 있는 국내산 고미(古米)의 판매가격은

연산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하며, 보통 가공업체들이 구매하는 가격

은 수입쌀 가격보다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용 소비량의 정

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산 고미(古米)의 소비량과 구매가격, 수

입쌀 소비량과 구매가격으로 분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

해야 한다.

<표 3-6> 가공용 소비량 공급처별 구분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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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가공용 소비량 구성은 용도별로 구분한 가공 식

품용과 주정용, 그리고 가공 식품용 소비량을 구입처별로 구분한 정

부공급 가공 식품용 쌀 소비량, 시중 공급 가공 식품용 쌀 소비량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 소비량 별로 소비량과 가격이 상이

하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소비량을 구분하여 각 소

비량 별 구매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양

정자료와 주요통계와 같은 주요 자료에는 세부적인 가격자료와 소

비량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료는 수요처인 각 가공업체

별 전수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그림 3-6> 가공용 소비량 세부 구조

따라서 2011년 실시한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

제로 각 품목부류별 쌀 가공업체들이 가공용 쌀을 소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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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파악을 통해 쌀 가공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이 결과

를 각 대안별 비용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 3절 쌀 가공산업 세부현황

현재 작성되고 있는 쌀 가공산업 관련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한국

쌀가공식품협회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자료들의 경우

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쌀 중심으로만 조사되고 있어 가공용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 실시한 쌀 가공식품업체 실태

조사8)를 통해서 쌀 가공산업의 세부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쌀 재

고 처리 최적 대안 검토에 활용하고자 한다.

<표 3-7> 양정자료 수급통계 소비량 자료와의 비교

(단위: 톤)

구분 수급 통계 쌀 가공식품업체 실태조사

가공

식품용

시중양곡 157,000 158,320

정부양곡 243,000 239,616

총 계 400,000 397,936

자료: 양정자료(2011) 수급통계

2011 쌀 가공식품 실태조사

먼저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식품용 총 소비량을 통계청 자료와 비

교해 보면 총 소비량 40만 톤과 39만8천 톤으로 조사되어 오차가

8) 2010년 사업체 기초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음식료품 제조업 중 쌀 가공
업체 조사 모집단 12600개 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 조사된 회수 현황은 떡
류분야 11012개 업체(면접조사), 그 외 쌀 가공식품산업 434개 업체(우편 및 팩스
조사)를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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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시중양곡 구매 소계 정부양곡 구매 소계

찹쌀 일반미
싸라
기 나라미 수입쌀

% % % %

총계 397,936 158,320 41,880 26.5 111,431 5,009 3.2 239,616 60.2 104,455 135,161 56.4

떡류 202,592 111,230 37,368 33.6 73,334 528 0.5 91,362 45.1 42,822 48,540 53.1

면류 7,040 2,314 97 4.2 1,898 319 13.8 4,726 67.1 2,133 2,593 54.9

가공
밥류

18,776 18,700 0 0.0 18,700 0 0.0 76 0.4 0 76 100

쌀과
자류 15,264 3,000 252 8.4 2,580 168 5.6 12,264 80.3 4,954 7,310 59.6

쌀가
루류

55,794 10,056 2,590 25.8 4,578 2,888 28.7 45,738 82.0 18,929 26,809 58.6

쌀음
료류 34 10 0 0.0 10 0 0.0 24 70.6 24 0 0.0

주류 65,464 10,559 979 9.3 9,056 524 5.0 54,905 83.9 30,530 24,375 44.4

조미
식품
류

25,207 1,250 473 37.8 195 582 46.6 23,957 95.0 412 23,545 98.3

기타
제품
류

7,765 1,201 121 10.1 1,080 0 0.0 6,564 84.5 4,651 1,913 29.1

크지 않아 수급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총 소비량 자료는 실제 소비

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간 구매량(시중양곡)과 정부 구매량(정부양곡)도 각각 15만 7천

톤과 15만 8천 톤, 24만 3천 톤과 23만 9천 톤으로 조사되어 수급통

계 상의 자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8> 쌀 가공업체 품목 부류별 쌀 구매량 현황

(단위: 톤)

자료: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및 DB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이용 재구성

2011년 실시된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는 쌀 가공업체에 대한 면접

조사 및 우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하므로, 각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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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시중양곡 구매 정부양곡 구매

총계 찹쌀 일반미 싸라기 총계 나라미 수입쌀

떡류 1,355 1,781 2,484 1,983 875 717 538 896

면류 1,000 1,439 2,055 1,725 537 591 371 813

쌀과자류 1,187 1,513 2,120 1,699 720 698 472 924

쌀가루류 1,084 1,528 2,217 1,722 644 420 384 455

주류 1,105 1,448 2,166 1,508 670 591 412 769

조미식품
류

1,022 1,394 2,093 1,597 491 464 346 582

기타제품
류

1,207 1,856 1,888 1,823 559 504 614

평균구매
단가 1,137 1,566 2,146 1,722 656 577 432 722

의 정부양곡 구매량과 시중양곡 구매량을 각각 포함하고 있고 각

구매량별 평균 구매가격 또한 제공하고 있어 가공용 쌀 소비량 세

부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구매량 현황을 보면, 떡류 외 8개 부류로 구분된 쌀 가공업체의 쌀

소비량은 떡류분야가 가장 많았고, 정부양곡의 구매비중은 조미식품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가공밥 류가 가장 낮고 떡류 분야가 두 번째

로 낮았다.

정부양곡 소비량 중 수입쌀의 비중은 전체 가공업체 평균은 56.4%

로 조사되었으며, 품목 부류별로는 조미식품 분야가 98%로 가장 높

고, 주류 분야가 44.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기타제품 분야 제

외)

<표 3-9> 쌀 가공업체 품목 부류별 구매가격 현황

(단위: 원/kg)

자료: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및 DB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이용 재구성

주: 가공밥류 및 쌀음료류 제외

쌀 가공업체의 구매가격은 전체 가공업체의 평균 구매가격이 k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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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원, 시중양곡 구매가격은 일반미 기준 1,722원, 정부양곡 구매

가격은 577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2011년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결과 쌀 소비량

세부현황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자료 중 참고할 점은 우선 소비량 측면에

서 시중양곡 구매량 중 찹쌀과 싸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30%라는 점이다. 품목부류별 소비량에서도 정부양곡의 구매비중이

낮은 떡류는 시중양곡 중 찹쌀의 구매 비중이 높고, 정부양곡 구매

비중이 높은 조미식품류의 경우에는 시중구매량의 84.4%가 찹쌀과

싸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양곡에는 찹쌀과 싸라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중양곡 구매의 30%인 4만 7천여 톤은 정부양곡으로 대

체될 수 없는 수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구매가격 현황의 특이점은 전체 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중 국내산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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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구매가격이 432원으로 조사될 것이다. 이는 쌀 가공업체들

이 평균적으로 5년 이상 묵은 쌀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9)

9) 2011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에 따르면, 5년이 지난 재고인 2006년 산의 가격
이 kg당 355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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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쌀 재고 운용 대안별 비용 비교

앞서 살펴본 한국 쌀 시장의 가격신축성계수와 가격 탄력성, 그리

고 가공용 소비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 상황 하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재고 운용의 대안별 손익을 검토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재와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현재 재고운용

방식과 비교하여 정부가 가공용 쌀 공급가격의 조절을 통한 쌀 재

고운용 대안을 사용할 경우의 경제적 손익을 계측해본다. 두 번째로

작황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과잉 상황 시에 정부의 직접시장

격리물량 수준 결정 및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계측해본다. 정치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다.

제1절가공용공급조절을통한재고운용대안별손익비교

1.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정부양곡 재고처리 방안

앞서 언급한대로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 하에서 정부가 소비량 조

절을 통해 쌀 시장가격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가 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

장 효과적인 부분은 가공용 소비량이다. 따라서 가공용 소비량 조절

을 통한 정부양곡 처리 대안의 손익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

공용 공급 가격 인상을 통해 가공용 정부양곡 소비량이 시장물량으

로 대체될 경우 정부는 여전히 23만 9천톤의 재고를 가지게 된다.

이 재고량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주정용으로 판매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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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서는 대북지원을 통해 정치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

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익 또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전량 주정용 판매가 용이하지 않거나 두 목표를 동

시에 추구함으로써 비용의 손실을 막고자 할 경우 즉, 정부가 국내

산 고미를 주정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를 대북지원 할 경우 해당

대안의 경제적 효과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1) 정부양곡 가공용 공급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 수요량을 시장물량으로 대체 + 기존 가공용 소비량 주정용 판매

또는 대북지원

가정 1.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가격 인상 시 시장가격과의 차이만큼

이 가공식품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989원 인상)

2. 쌀 가공식품 수요에 대한 가격효과를 고려한다.

3. 공공비축제도의 2년 주기 회전비축원칙을 준수 한다.

4. 주정용 판매량은 정부의 공급량이 전량 소비됨을 가정한다.

이 경우 가공업체의 평균 구매단가의 인상으로 쌀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고 가격인상에 따른 쌀 수요의 가격효과10)는 쌀 소비량의 5

만 4천 톤 감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가공업체의 정부양곡에 대한 수

요 23만 9천 톤 역시 18만 5천 톤의 시중양곡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른 비용 감소, 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다.11)

10) 앞서 도출한 쌀의 자체가격에 대한 가격효과 (1원 상승 시 –11g)⨯가격인상분 
(989원) -> 1인당 소비량 10.8kg 감소 ⨯ 추계인구 4,970만 명(2011년 기준) = 5
만 4천톤 감소

11) 가격신축성 계수는 외식비지출 포함 모형에서 도출된 값을 이용하며 공공비축제
도 도입 이후(최근 6개년) 평균 값 –3.199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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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재고 처리 대안별 손익비교

– 가공용 정부양곡 수요의 시장대체

(단위: 억원)

가공용

정부양곡

수요

시장대체

시중
양곡
소비
증가
(천톤)

변동

직불금

감소

보관

비용

감소

주정용

판매

손실

대북지원

손실
대안에

따른

손익
판매

손실

처리

비용

주정용

판매
185 5,836.5 132.4 -630.56 - - 5,338.4

대북지원

판매 병행
185 5,836.5 132.4 -48.60 -449.28 -11.63 5,022.0

주1) 대북지원 판매 병행은 국내산 고미 104천톤을 대북지원하고 수입산 135천톤을

주정용 소비하는 경우임.

2) 시중양곡소비증가는 쌀 자체가격에 따른 가격효과로 185천톤이기 때문에 변동

직불금 지불감소 산정시 185천톤 적용, 반면 정부재고는 여전히 235천톤이므로

비용산정시 235천톤 기준임.

가공용 정부양곡 소비량을 시중양곡에 대한 수요로 대체시킬 경우

변동직불금 지불감소액과 보관비용 감소액 그리고 판매이익 감소액

을 모두 합한 총 이익은 5,338억 4천만원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수입산 쌀의 경우 대북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산 재고

는 주정용으로 판매하고 국내산 고미를 대북지원을 통해 정부양곡

재고량을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은 다음과 같다.

변동직불금 지불액 감소(5,836억 5천만원) + 보관비용 감소(132억 4

천만원) - 가공용 수입쌀 주정용 판매손실(48억 6천만원) - 국내산

고미 판매손실(449억 3천만원) - 대북지원 처리비용[적선료(톤당

8822원 전국 서해 항구 평균, 2012년 기준)+해송운임(톤/마일 당

12.06원12))⨯10만 4천톤] = 5,0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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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따른 재고처리 방식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손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이익

① 변동직불금 지출액 감소

가격상승분 13,384원(80kg당, 6년 평균가격신축성계수 3.199 기준)⨯
1ha당 61가마 기준 ⨯ 대상면적(최근 6개년 평균) 841,000ha ⨯ 
0.85= 5,836억 5천만원

② 보관비용 감소

가공용 정부양곡에 대한 수요를 시중양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물

량을 공공비축제도의 2년 회전비축원칙에 따라 주정용 및 대북지원

물량으로 처분할 경우 보관비용의 감소는 다음과 같다.

<표 4-2> 회전비축원칙 준수시의 보관비용 감소

(단위: 백만원)

단가
1년

보관(A)
2년

보관(B)
3년
보관

4년
보관

5년
보관(C)

보관비용
(원/1일 톤당)
갑지 1급 기준13)

174.1 6,609 13,218 19,827 26,435 33,044

보관보험료14)

(원/1일 톤당)
0.36 14 27 41 55 68

보관비용 감소
1324.5
(C-B-A)

자료: 정부양곡 처리요율표(2012년 기준)

주: 가공용 정부양곡 소비량 23만 9천톤 기준

12) 인천~남포간 해상거리 196마일(363km)적용 단가,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기준  
13) 부가가치세 10% 미포함
14) 등급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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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양곡 중 국내산

고미(古米)의 소비량 10만 4천 톤의 평균 구매가격이 5년산 판매가

격이기 때문에 가공업체가 소비하는 국내산 고미(古米)를 보관하기

위해 5년간의 보관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입쌀

은 기존의 보관비용이 그대로 지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공비축제

도 회전비축원칙에 따르면 국내산 정부양곡은 2년만 보관하면 되므

로 보관비용 감소는 132억 4천만원 규모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손실

① 판매이익 감소

정부가 가공용 정부양곡 소비량을 시중양곡 소비로 대체시킬 경우

정부가 기존에 가공용 정부양곡 판매를 통해 비축했던 물량은 정부

재고로 남아있게 된다. 이 물량을 전부 주정용 소비량으로 판매할

경우 정부는 기존의 경우보다 판매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가공용 수입쌀 판매액(kg당 평균 653원⨯판매 물량 13만 5천 톤)+

국내산 고미(古米)판매액(kg당 평균 432원⨯판매물량 10만 4천 톤)

– 주정용 판매금액(타피오카 수입가격 수준 kg당 평균 293원⨯판
매물량 23만 5천 톤) = 630억 5천만원 손실

② 대북지원시 운송비 발생

가공용 정부양곡 소비량을 시중양곡 소비로 대체시키고 남은 정부

의 비축물량 중 국내산 고미를 주정용 판매가 아닌 대북지원할 경

우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추가로 기존에 비해 판매 손

실도 발생하게 된다.

두 가지 대안을 비교한 결과, 가공용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공

용 쌀 수요를 시장공급량에 대한 수요로 대체시키고 이를 통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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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정부양곡 재고량을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

는 경제적 손익은 현행에 비해 평균 5,000억원 규모 이익을 얻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고량을 전량 주정용으로 판매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5,338억원 규모, 재고량 중 국내산 고

미를 대북지원 했을 때는 5,022억원으로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굳이 대북지원이 아니더라도 제 3세

계 국가나 상대적으로 식량사정이 양호하지 못한 국가로의 원조를

통해 국내시장의 쌀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 국내산 고미(古米)를 주정용으로만 판매

현재 정부의 재고관리 정책은 국내산 고미를 가공용 용도로 판매

함으로써 가공업체별 정부 관리양곡 구매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가공업체는 시장공급 쌀과 가공용 수

입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정부 고미 공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비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

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산 고미를 가공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주

정용으로만 판매하는 대안을 고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계측해보고자 한다.

이 경우 국내산 고미(古米) 10만 4천 톤에 대한 수요는 정부양곡

중 수입쌀에 대한 수요와 시장 쌀에 대한 수요로 분산 된다.

가정 1. 정부양곡 중 수입쌀 구매비중 56.4% 정부양곡 중 국내산 쌀

구매비중 43.6%가 유지될 경우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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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재고 처리 대안별 손익비교

–가공용 정부양곡(국내산)수요의 시장대체

(단위: 억원)

가공용

정부양곡

(국내산)

수요

시장대체

시중
양곡
소비
증가
(천톤)

변동

직불금

감소

보관

비용

감소

주정용

판매

손실

수입쌀

판매

수입

대북지원

손실 대안에

따른

손익
판매

손실

처리

비용

주정용

판매
45.448 1,433.8 132.4 -144.56 382.9 - - 1,937.1

대북지원 104 1,433.8 132.4 - 382.9 -449.28 -11.6 1,620.7

① 주정용 판매시 손익

시중양곡 4만 5천여톤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 직불액 감소는 1,433

억 8천만원 + 보관비용 감소 132억 4천만원 + 수입쌀 판매로 인한

수입– 주정용 판매로 인한 손실 144억 5천만원 = 1,937억 1천만원

② 대북지원시 손익

국내산 고미(古米)를 주정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대북지원할 경우에

는 시중양곡 4만 5천여톤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 직불액 감소 1,433

억 8천만원 + 보관비용 감소 132억 4천만원 + 수입쌀 판매로 인한

수입 – 대북지원으로 인한 판매손실 449억 2천만원 – 대북지원

처리비용 11억 6천만원 = 1,620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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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직접시장격리를통한재고운용대안별손익비교

1. 단기적 공급과잉시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처리(직접 시장 격리)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제외하고도 기상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과잉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의해 단기적 공급

과잉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경우 정부

는 현재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를 이용하여 단기적 공급과잉 물

량에 대해 직접 시장 격리를 통해 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하는 방

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공급과잉 시에

시장격리를 통해 발생한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른 대안별

로 발생하는 손익을 계측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직접 시장격리 후 대북지원시 손익

(단위: 억원)

직접시장
격리물량
처리방식

시중
양곡
공급
감소
(천톤)

변동

직불금

감소

보관

비용

감소

주정용

판매

손실

대북지원
손실

대안에
따른
손익판매

손실
처리
비용

대북지원

50 1,577.4 63.6 - -826.8 -5.5 808.7

100 3,154.8 127.3 - -1,653.6 -11.1 1,617.3

200 6,309.7 254.7 - -3,307.2 -22.3 3,234.8

300 9,464.6 382.1 - -4,960.8 -33.5 4,874.6

주정용

판매

50 1,577.4 63.6 -680.3 - - 960.8

100 3,154.8 127.3 -1,360.6 - - 1,921.6

200 6,309.7 254.7 -2,721.2 - - 3,843.2

300 9,464.6 382.1 -4,081.8 - - 5,764.8

단기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직접 시장격리 후 발생한 공급과잉물

량 10만톤을 시장격리 시 발생하는 변동직불금 감소는 3154억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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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재고를 대북지원할 경우

대안에 따른 손익은 1,6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정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1,921억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측되었

다. 30만톤 수준일 경우에는 대북지원이 4,874억 6천만원 수준, 주정

용 판매가 5,764억 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공급과잉 시 현행의 경우도 오래 보관하여 고미화될 경우

주정용으로 판매하거나, 가공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결국은 다

른 시기의 쌀 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쌀값 안정이 필

요한 경우 수입쌀을 활용하거나 저소득층만을 위한 푸드스템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직접 시장격리 후에는 대북지원과 같은 제

3국으로 지원이나 주정용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정부의 쌀

재고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급과잉 상황별 시장개입방법과 처리방식에 따

른 정부의 쌀 재고 운용비용의 절감 가능성여부를 종합적으로 나타

낸 결과는 <표 4-5>와 같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 하에서 정부의

쌀 재고운용비용의 절감은 시장개입방법과 처리방식에 따라 시중양

곡의 수요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

교가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정부의 쌀 재고

운용비용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기 보다는 향후

쌀 재고 운용정책 계획 수립 시에 이런 방법들로 인한 비용과 손익

규모가 참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기적 공급과

잉 상황에서도 공급과잉이라고 판단될 경우, 엄밀하고 정확하게 원

하는 수준의 시장격리물량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

우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적절한 격리물량과 개입수준을 판

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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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상황

시장

개입

방법

처리

방식

시중
양곡
수요
증가
(천톤)

시중
양곡
공급
감소
(천톤)

변동

직불금

감소

보관

비용

감소

주정용

판매

손실

수입

쌀

판매

수입

대북지원

손실
손익

판매

손실

처리

비용

구

조

적

가공용

정부

양곡

가격

조절

주정용

판매
185 - 5,836.5 132.4 -630.5 - - - 5,338.4

대북

지원

병행

185 - 5,836.5 132.4 -48.6 - -449.28 -11.6 5,022.0

국내산

고미

가공용

미판매

주정용

판매
45.4 - 1,433.8 132.4 -144.5 382.9 - - 1,937.1

대북

지원
104 - 1,433.8 132.4 - 382.9 -449.28 -11.6 1,620.7

단

기

적

직접

시장

격리

대북

지원

- 50 1,577.4 63.6 - - -826.8 -5.5 808.7

- 100 3,154.8 127.3 - - -1,653.6 -11.1 1,617.3

- 200 6,309.7 254.7 - - -3,307.2 -22.3 3,234.8

- 300 9,464.6 382.1 - - -4,960.8 -33.5 4,874.6

주정용

판매

- 50 1,577.4 63.6 -680.3 - - - 960.8

- 100 3,154.8 127.3 -1,360.6 - - - 1,921.6

- 200 6,309.7 254.7 -2,721.2 - - - 3,843.2

- 300 9,464.6 382.1 -4,081.8 - - - 5,764.8

<표 4-5> 공급과잉 상황 및 처리방식별 쌀 재고운용비용의 절감

(단위: 억원)



- 54 -

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원인과 환경으로 인해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

에 직면한 한국 쌀 시장의 현황을 검토하고, 소비량의 변동이 심한

가공용 소비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의 쌀 재고 운용비용을 검토했

다.

이를 위해 LA/AIDS model을 통해 한국 쌀 시장의 수요체계 분석

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가격신축성

계수를 계측하였다. 도출된 가격신축성계수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급

량 조절에 따른 가격변화폭을 계측했으며, 또한 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불액의 감소분을 계측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외식비지출액을 고려한 외식비 포함 모형과 외식비 미포함 모형

의 두 가지 형태의 LA/AIDS model을 통해 한국 쌀 시장의 수요체

계 분석결과는 외식비 포함 모형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990년부

터 2011까지 평균 –0.494로 나타났으며 외식비 미포함 모형은 –

0.521로 외식비 포함모형이 더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소득

탄력성은 외식비 포함 모형의 경우 0.60로 나타났으며 외식비 미포

함 모형은 -0.59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효과의 경우는 외식비 포함

모형은 전체 년도 평균 –0.0188으로 도출되었으며, 외식비 미포함

모형은 –0.0263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비 포함 모형에서 도출된 가격신축성계수를 기

준으로 가격변화를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6개년 가격탄력성 계

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 공급량(5만 8천톤) 감소시 80kg 기준

3,684원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고, 10만톤 공급 감소시

4.85%(6,345.8원)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용 소비현황의 경우 소비량이 가공식품용과 주정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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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용도별 소비량과 정부양곡 소비량과 시중양곡 소비량으로 구

분되는 공급처별 소비량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처가 구매

하는 구매가격이 구분된 소비량 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1년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정부의 가격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조절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가 직면하는 구조적 공급과잉과 작황에

따른 단기적 공급과잉 상황시 대응할 수 있는 대안별로 금전적 효

과를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공급 가공용 쌀 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가격의 인상효과는 80kg당 13,385원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변동직불액 감소는 5,836억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쌀 가공업체 실태조사 결

과 쌀 가공업체의 국내산 정부양곡의 평균 구매 가격은 432원으로

5년이 지난 구곡을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관비용은 23만 9천톤 기준 330억 4천만원인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이를 공공비축제의 기본원칙인 2년 주기 회전비축원칙을 준수할 경

우로 가정했을 때 정부의 보관비용은 132억 4천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공용 정부양곡 수요에 대한 시장물량

대체시 발생하는 재고에 대해 전량 가공용 처분과 국내산 고미의

대북지원 시의 대안을 고려한 결과 각각 기존에 비해 630억 5천만

원, 497억 9천만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11년 기준 가공용 정부양곡 소비량은 23만 9천톤

으로 가격효과를 고려할 경우 18만 5천톤의 가공용 소비량이 가공

용 정부양곡 공급가격 인상으로 이 소비량이 시장물량으로 대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재고물량의 주정용 판매시 5,338억 4천

만원, 가공용 수입산 쌀은 주정용 판매하고 국내산 고미를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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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022억원 수준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추가로 국내산 쌀(고미)을

가공용 정부양곡으로 판매하지 않고 주정용으로 판매할 경우 이 소

비량의 수요는 수입쌀과 시장물량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 구매비율

이 2011년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은 1,937억 1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량

을 대북지원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1,620억 7천만원 수준

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공급과잉 상황의 경우 정부가 10만톤을 직접

시장 격리하고 이를 추후 주정용으로 판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익은 1,921억 6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대북지원 할

경우에는 1,617억 4천만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되었

다.

한국 쌀 시장의 수요체계 분석을 통해 정부의 공급물량 조절에 따

른 시장가격 상승효과를 계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변동직불금 지불

감소액과 각각의 대안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 본 결과 정부

양곡 가공용 소비량을 이용하는 정부의 재고처리 정책수단을 적절

히 이용할 경우 정부의 양곡관리 재정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목적은 먼저 정부가 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공급량변동을 통한 가격조절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측하는

것이다. 이는 과연 정부가 시장공급물량의 조절을 통해 시중 쌀 가

격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시장개입과 비시장개입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

어 정부의 공급량변동을 통한 가격조절효과를 계측하는 과정에서

보다 쌀 소비감소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고려되는 외식비를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여 보다 정교한 쌀 수요체계 추정을 시도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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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교한 한국 쌀 수요체계의 특성이 요구되는 정책수립에도 유

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쌀 재고 운용비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가장 소비량 변동이 크고 증가 추세인 가공용 쌀

소비량에 대한 가격조절을 통해 가장 비용효율적인 쌀 재고 운용

대안을 고려한 점은 향후 쌀 소비량의 가장 큰 증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공 식품용 쌀 소비량 통계의 다소 부족한 현황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고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가공용 쌀 수요체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가공용 쌀의 용도별, 구입처별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아 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쌀 재고 운용비용 분

석에 있어 작황 확률에 따른 공급량 변동과 향후 수요 변동추세 대

한 고려를 포함하는 등의 노력은 더욱 정교한 예측모형을 통한 분

석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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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Korea rice inventory

maintenance cost by estimating a

demand system

Sangin, KIM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ice market faces structural over supply situation due to

the unbalance between demand reduction and supply reduction

rate. Therefore,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nducts expensive rice policies to alleviate the rice market price

decline and farm income falls problem which has caused by over

supply situation.

This study estimates the level of price control effect using the

control of rice supply quantities. By using this, This study seeks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on government’s rice inventory

maintenance cost.

To achieve this, Firstly, This study estimates the Korea’s rice

market demand system. In order that estimate should b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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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sticated this study uses the LA/AIDS model which is well

known for completion to meet basic assumptions of demand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 decline of korean rice consumption

is correlated with the growth of korean family’s eat out expense,

This study designed two models. One is eat out model which

includes eat out expense and the other is non eat out model

which does not contains eat out expense. By comparing two

models, This study draws an implication of Korea rice demand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irst model’s price elasticity

of rice demand is –0.313, price flexibility coefficient is –3.199

and the price effect is –0.011 since the public stock holding

program was introduced. The results mean that the first model is

more practical than second model, because lower price elasticity

and price effect represent current situation more correctly that

rice consumption is not volatile for it’s price. Consequently, This

study adopted the results of the first model to analyse rice

inventory maintenance cost.

Second, This study determine the range of the price intervention

to the rice market by regulating government-stocked rice price

for processing. Using the results, This study estimates the

reduction level of variable direct payment(price linkage direct

payment) expenses. As a results, As the rice supply decline by

100,000 ton, rice price in market would increase by 4,600won by

80kg. Then the reduction level of variable direct payment expense

would 315.48billion won. Likewise, If the government increase the

government-stocked rice price for processing purpose, the

demand for government-stocked rice for processing food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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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d by market rice. In the event, the government’s rice

inventory maintenance cost would decrease 533.84billion won

scale. Also, If government would decrease supply about

100,000ton through direct market isolation in case Short-term

oversupply happened, the government’s rice inventory

maintenance cost would be declined by 192.16billion won.

To summarize, if the government’s rice inventory maintenance

system is conducted properly, Korea’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s financial status is likely to improve. This study

would be an answer to government intervention price adjustment

ability. And the government may set the level of market isolation

through the rice inventory maintenance cost analysis results.

Futhermore,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government can

refer to these results for determining direction of rice market

intervention policies.

Keywords: rice demand, AIDS model(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 rice inventory maintenance system,

consumption of rice for processing, price flexibility

coefficient, variable direc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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