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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이가입면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노양석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

에서는 정책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 확대를 하고 있다. 농가의 생산량 감소 및

피해를 보호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로 시작하여

2016년 50개의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보장하

는 수입보장보험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상품개선 및 보장범위 확

대는 농가의 경영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정책 없이는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가 있다. 보조금정책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가지원을 10%~30%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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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보조금 효과가 가입면적에 미치는 영향과 어

떠한 요인으로 가입면적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패널로 구성된 보험사업실적

자료를 이용했으며, 사과 77개 및 배 117개의 시⋅군 대상으로 했

다. 독립변수로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가입면적당 총 보조금, 전년

도 사고면적, 전년도 손해율, 기대가격, 지리적 표시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 가입건수와 가입면

적을 이용함으로써 농작물보험 가입요인 및 총 보조금의 영향을 비

교할 수 있게 했다.

패널자료의 특성인 지역적 및 시계열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내생

성문제를 검정을 했으며, 사과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확

인하였다. 사과의 지역 고정효과 모형과 반대로 배는 시간 고정효과

모형이 접합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요인별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로그를 취함으로써 탄력성을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과의 경우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전년도 사고면적, 지

방자치단체 10%비중 및 20%으로 나타났다.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이 1% 증가하면 0.16%의 가입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은 0.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입

건수는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이 0.41%이며,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은 0.14% 나타났다.

배의 경우 양(+)의 효과로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전년도 사고면

적, 기대가격, 지방자치단체 10%비중 및 20%으로 추정되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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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과같이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이 양(+)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

았으며, 가입면적과 가입건수는 각각 –0.50% 및 –0.25%로 나타났

다. 이는 총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인 배의 생

산면적이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입면적 당 가입

금액이 1% 증가하면 0.91% 가입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입건수는 0.99%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조금의 증가는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에 증가에 영향을 주지만 배와 같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향을 나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험료의 보조금과 함

께 다양한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면 가입면

적 및 가입건수에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제

공함으로써 한정된 농작물재해보험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과제로 농작물재해보험관련 농

가의 정보력 및 시⋅군 생산면적을 자료에 보완함으로써 정책적 시

사점을 살펴보는 것이 남는다.

주요어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

학 번 : 2016-21480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선행연구 ·····················································································4

제 3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7

제 4 절 논문의 구성 ···············································································9

제 2 장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10

제 1 절 농작물재해보험 개념 ·····························································10

1. 보험목적 및 근거법령 ··································································10

2. 추진절차 ··························································································10

3. 추진경과 및 보험사업 운영 현황 ··············································11

제 2 절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15

1. 운영예산 ··························································································15

2. 보장방식 ··························································································16

3. 보험료 및 국가 지원 ····································································16

제 3 장 농작물재해보험 분석 ······························································18

제 1 절 해외 농업보험 수요모형 ·······················································18

제 2 절 분석모형 ···················································································19

제 3 절 분석자료 ···················································································23

제 4 절 분석결과 ···················································································27

1. 사과 ··································································································29

2. 배 ······································································································33



제 4 장 요약 및 결론 ·············································································37

참 고 문 헌 ·······························································································41

Abstract ····································································································46

< 표 목차 >

<표 2-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경과 ·····················································12

<표 2-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사업운영 현황(2001~2016) ··············14

<표 2-3>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예산 ·····················································15

<표 2-4> 보장방식별 및 품목별 보장유형 ·········································16

<표 2-5> 보장수준별 국고보조율 ·························································17

<표 3-1>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21

<표 3-2> 사과 및 배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25

<표 3-3> 사과 및 배 변수 기초 통계량 ···············································26

<표 3-4> 사과 품목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요인 추정결과 ···········30

<표 3-5> 배 품목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요인 추정결과 ···············36

< 그림 목차 >

<그림 2-1>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도 ···········································11

<그림 2-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정방식 ···································17

<그림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2

<그림 3-2> 연도별 사과 및 배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34

<그림 3-3> 연도별 배 가입면적 및 총 보조금 비중 ·······················35



- 1 -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기후온난화 형상으로 가뭄,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이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국민건강, 산업 에너지, 환경, 국토

교통, 해양수산, 산림, 농업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 2017년 기상청

의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1,574명

(사망 1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건물(가정 상업공공) 부문

전력 소비량이 2016년 대비 14.0% 상승하였다. 또한, 기후영향을 많

이 받는 분야인 농업 및 해양수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4

월~9월에 소나기와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산발적으로 내려 총

11,164ha 면적의 농작물 피해 및 175억 8천7백만 원의 복구비가 지

원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여 고등어 및 살오

징어의 어획량이 7% 감소함으로써 해양수산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환경 및 기후변화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보호하기 위

하여 여러 국가에서는 정책보험을 시행 및 지원하고 있다. 미국1)의

농업보험은 1980년 이전 시법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 연방작

물보험(the federal crop insurance act)이 통과되었다. 연방작물보험

은 보험 대상 작물 및 지역의 대폭 확대, 농가부담 보험료 최대

30%지원과 민영보험사의 보험 판매 및 서비스 참여 허용 등을 지원

함으로써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1994년 의회에서 농업보험개혁법

(the crop insurance act of 1994)이 개정되면서 농가의 보족불 지불

1) 김미복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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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deficiency payment), 융자(certain loans) 및 기타 국가지원 프

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농업보험에 가입을 가입해야

했으며, 대재해보장(catastrophic: CAT)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

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1996년에 연방농업개혁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개편하면서 농가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을 제외시켰지만, 이후 2000년 농업위험방지법

(the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2008년 농업법(the 2008 farm

bill), 2014년 농업법(the 2014 farm bill)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품목

수, 보장수준 등 보장범위 개선 및 확대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정

책 확대 및 상품 개선은 농가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주고 보험료 상

승은 농가 가입률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농업

보험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가

부담보험료 보조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평균 62%

까지 보조해고 있다.

일본2)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공제제도를 실시하였다. 농업재해보험시스템(1938년) 및 가축재

해보험시스템(1929년)을 합쳐 1947년에 일본의 농업공제제도를 설립

하였으며, 환경 및 품목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 제도를 운영

하기 위해서 전국농업공제협회(agricultural mutual relief: AMR)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각 지방농업공제협회에서 자연재해로 피해

받은 농가에게 공공예산으로 모인 농가의 보험료로 피해보상을 하

고 있다. 다른 국가와 차이점은 중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농업공

제협회가 재보험을 담당하여, 위험(risk)을 분산시킨다. 또한, 농가를

위해 총 보험료에서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75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연구시작으로 1986년

2) 2016년 농업재해보험연감 부록 해외 농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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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시험사업단을 설립함으로써 농업인들을 위해 정책보

험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사과 및 배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50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보장범위 및 보장방식에 대하

여 개선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보

험료의 50%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20% ~

30%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정책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보장범위 및 가입면적이 증가 할수록 농업인 부담보험

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요율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Coble and Barnett(2013)와 같이 위험지역에 농사를 할 경우

와 작물생산이 위험 할수록 보험요율이 증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보

험료 상승은 농업인의 가입에 감소영향을 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보험료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보험료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미국 및 한국은 각각 보험료의 평균 62% 및 80%를

보조하고 있다. 보험료 보조금은 소득안정 효과와 경영 확대에 영향

을 준다. Wu and Adams(2001)는 보조금의 증가는 농업환경이 힘든

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할 수 도록하며, Wu(1999), Young and

Westcott(2000), Goodwin and Smith(2013)는 보험제공 여부 및 보

조금 지원율에 따라 농업인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한, Miranda and Glauber(1997) 재보험 및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의 비용을 농업인이 부담해야한

다고 했다.

보험료의 보조율은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가 보조율 및 보조금이 우리나라에 얼마

나 가입면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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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요인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분석

함으로써 한정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

1975년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농작물재해

보험의 타당성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대표적인 농작물보험의 타

당성에 관한 연구는 김동희(1975) 연구가 있으며, 실질적인 초창기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설립 및 시행을 위한 연구는 이중옹 외(1981)

의 연구가 있다. 2001년 정식적으로 사과 및 배 품목이 농작물재해

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보험료 요율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

를 시작하게 되었다. 김석현⋅서종석(2001)은 작물별 및 지역별로

적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대손실

(expected value of loss)을 이용했다. 쌀보리, 고추, 마늘 등 10개의

품목을 이용하여 단위면당 생산량 분포함수를 추정하였고, 손실집계

방식 및 보험인수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김석현⋅김태균⋅백장

선(2004)은 단수분포형태를 반영하는 확률밀도함수와 커널밀 도함수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방식을 이용하여 도별 사과 보험요

율을 산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확대 및 개선으로 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김태균⋅

김재환(2002)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감소하기 위해 지

역보험의 형태를 이용하여 지역별 보험요율 수치를 산정하였다. 지

역별 보험요율을 추정하기 위해 지역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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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모수적 방법(parametric method)과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했다. 김태균⋅박준형⋅조재환(2003)은 재

해보험 대상 품목을 사과로 한정하고, 재해보험 가입단위에 따라 역

선택 유형을 지역별, 농가별, 과수원별로 구분하여 역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검정했다. 이주관⋅정진화(2014)는 보험가입경험이 없는

농가 및 보험가입을 경험이 있는 논벼농가 대상으로 연석택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합동로짓모형과 합동토빗모형을 사용하였고, 도덕적

해이 관련해서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품개선 및 발전 에 관한 연구, 보험요율, 도덕적 해이에 관한연

구 등 제도적인 연구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 가입률에 영

향을 주는 연구 등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질적 및 효과적으로 농업인

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김태균⋅임청룡(2014)은

정부예산으로 보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보험료 지원방식에 따라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교 및 분석했다. 한성

민(2014)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을 바탕으로 농업재

해보험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생산양식 변화 여부를 분석하였다. 김

미복⋅유찬희⋅김윤진(2015)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농업재해보험

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정책보험의 목표

인 농가경영 안정을 확인 위해 소득변동계수를 활용하여 분석결과

보험가입률이 20% 이상 증가한 시기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계수

가 비가입 농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과거수량보장보험(actual production history: APH), 지역수량보

장보험(group risk plan : GRP), 강우지수보험(rainfall index: RI),

식생지수보험(vegetation index: VI), 수입보장보험(revenue

insurance) 등 다양한 보장범위 및 보장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해외

정책보험 연구사례는 다양하게 있다. Ahsan et al.(1982)는 완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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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완전한 정보에서의 농작물보험 시장을 이론적으로 제시함으로

써 정책보험 및 보조금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Niewuwoudt and

Bullock(1985)는 농작물보험의 수요를 부석함으로써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소비자의 잉여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Ramaswami(1993)는 이론적으로 농작물보험 영향을 위험 개선(risk

reduction)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구분하여 농업보험 공급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해외 농작물보험 또한 환경 및 보장범위 확대로 인하여 정책보험

평가에 대한 연구 진행되었다. Gray et al.(2004)는 정책보험은 직불

제(direct payment) 등 다른 정책과 같이 사용하면 농업보험의 효과

가 감소한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농업정책보험만 실시하면

농가의 기대수익이 증가와 수익분포가 변화함을 보였다. Wu and

Adams(2001) 경지반응모형(acreage response model)을 이용하여 수

입보장보험의 보장수준과 지역기후, 투입비용 등 생산요소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Young et al(2001)는 정책보험제도가 지역별 및

품목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정부의 작물보험 보조

금효과로 생산자의 보장범위 가입축소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

다.

해외 농업보험 또한 상품개선 및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보조금정

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Jing-feng and Pu(2014)는 일반

ramsey-cass-koopmans모형을 발전시켜 위험모형(risk model) 및

위험보험모형(risk insurance model)으로 작물보험과 위험이 생산량

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위험모형에 작물보험을

적용시키면 농업분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조금은

생산량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Cai(2016)는 농업보험

의 보조금이 중국의 담뱃잎 생산량에 16%증가 시켰다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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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으며, Yu and Summer(2018)는 농업보험 보조금에 대하여 직

접적 소득영향(direct profit effect) 및 간접적 보장범위영향(indirect

coverage effect)로 분석하였다. 농인이 위험회피(risk averse) 일수

록 그리고 자가보험(self-insurance) 비용이 높을수록 위험작물

(risky crop)에 대한 보조금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Yu, Smith and Sumner(2018)는 이단계 일반적률법(two-step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이용하여, 보조금 영향이

농업 생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보험이 어떻게 농업인에게 미치는지 또는 생산면

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일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빈약한 편이다. 또한, 국

가정책에서 농업인의 가입을 장려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의 연구는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조금 영향과 가입면

적에 미치는 요인분석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의를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제3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패널 분석으로 2001년부터 시작한 사과 및 배 보조금이 가

입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보조금은 국가에서 50% 지원하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의

지원율과 총 보조금에 따라 얼마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기대가격, 전년도 보험지급건수, 전년도 사

고면적,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등을 모형에 추가하여 보험가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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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기대가격은 3년 평균가격을 이용하며,

이는 보통 첫 수확이 가능한 시기는 평균적으로 3년이다. 또한, 시

⋅군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정량

(efficient estimator) 얻을 수 있으며,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모형에 주산지에 대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추가하

여 주산지 특성이 가입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에

서 주산지의 특성은 생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 등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러한 영향이 가입면적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분석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이 가입면적

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한정된 재해보험관련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농가의 소득안정

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 어떤 요인으로 농가가입에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9 -

제4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 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선행 영구,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을 밝힌다.

제 2 장에서는 정책보험 운영구조, 운영현황, 예산편성, 품목별

보장범위,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정방식, 보조금 지원비율 등 농작

물재해보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 장은 데이터, 이론적인 모형설명, 패널분석에 대한 설명하고

시⋅군단위로 사과 및 배 패널분석 결과와 함께 시사점을 정리하였

다.

제 4 장은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연구의 의의와 개선방향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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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제 1 절 농작물재해보험 개념

해외 농작물보험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

보험은 농업인의 재생산활동 및 피해대책을 위하여 제도 개선과 농

어업재해보험법 제정⋅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보장범위에 영향을 주었다.

1. 보험목적 및 근거법령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받은 농가를 위하여 실손

보상과 재생산활동을 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근거법령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하여 규정한다.

2. 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재해보험사업에서 가입안내 및 가입신

청을 할 수 있다. 농가는 보험사에서 개발한 상품을 결정하여 청약

장석 및 보험료 납부를 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주

는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보험상품별 보험요율과 국가

재보험요율을 보험사업자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 후 금융감독원



- 11 -

에서 보험요율과 약관 등을 보험사업자에게 인가를 하면 결정이 된

다. 재해발생 후 보험사에서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를 손해사정법

인,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등에게 의뢰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다.

피해에 대하여 모든 검증이 완료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업자에게 하면 보험금지급이 된다.

<그림 2-1> 가입 및 보험금 지금 절차도

자료 : 2017 농업재해보험연감

3. 추진경과 및 보험사업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1975년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설립

후 농업재해보험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으며, 1986년부터 1990년

까지 5년간 벼 수도작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했다. 하지만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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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1992년 농업재해보험 시험사업단 폐쇄 후 정책보험 발전은

지연되었다. 반면 미국 및 일본 등 농업보험이 발달한 나라는 80년

대부터 사업을 실시여 보험개선과 보장범위 확대하였다.

<표 2-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경과

연도별 주요내용

1975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연구 실시(국립농업경제연구소)

1979~1981년 •농업재해보험 실시 타당성 검토(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1986년 •논벼 재해보험 시험사업 설계 및 조사사업

1986년 •농업재해보험 시험사업단 신설

1986~1990년 •수도작 대상으로 5년간 도상연습

1992년 •농업재해보험 시험사업단 폐쇄

2000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 사과·배 시범사업 실시

2002년 •복숭아·포도·단감·감귤시범사업실시

2003년 •사과·배 전국적 본사업 실시

2004년 •복숭아·포도·단감·감귤 전국적 본사업 실시

2005년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국가재보험도입 및 기금설치)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설치

2006년 •떫은감 시범사업 실시

2007년 •밤·참다래·자두시범사업실시

2008년
•떫은감 전국적 본사 업실시

•고추·콩·감자·양파·수박시범사업실시

2009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공포

•벼·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시범사업 실시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농작물재해보험법 전면 개정)

•농어업재해보험사업(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시작

•대추시범사업실시

•시설딸기 및 농업용시설(비닐온실) 시범사업 실시

•시설오이 시범사업 실시

•시설토마토 시범사업 실시

•시설참외 시범사업 실시

2011년

•참다래·콩·양파·자두 본사업 실시

•복분자 시범사업 실시

•시설작물(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시범사업실시

2012년
•밤·옥수수·고구마·감자·마늘·매실 본사업 실시

•인삼·시설작물(멜론, 파프리카)·오디·녹차시범사업실시

2013년

•대추·시설작물(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수박) 본사업 실시

•시설작물(부추, 시금치, 상추)·느타리버섯·표고버섯 시범사업 실시

•배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4년

•고추·농업용시설물 본사업 실시

•시설작물(배추, 가지, 파) 시범사업 실시

•단감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5년

•시설작물(파프리카, 멜론) 본사업 실시

•시설작물(무, 백합, 카네이션) 시범사업 실시

•사과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6년

•포도·상추·시금치·시설부추 본사업 실시

•양배추·밀·오미자·시설작물(미나리) 시범사업 실시

•떫은감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자료 : 2017 농업재해보험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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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정책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1년 두 개의

품목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50개의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농업환경 및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보장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했다. 이러한 품목확대는 <표

2-2>와 같이 2009년 보험가입률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가입

면적은 대폭 증가현상이 나타나게 했다. 이는 2009년 벼 품목의 추

가로 발생하였으며, 벼 생산면적은 다른 품목 생산면적 대비 큰 면

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2009년 이후 보험가입률은

증가하여 2016년 27.5%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율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2004년 보

험요울 대비 인상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특별보조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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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사업운영 현황(2001~2016)3)

(단위 : 개, %, 천호, 천ha,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

품목

품목수

(누계)
2 6 6 6 6 7 10 15 20 25 30 35 40 43 46 50

신규

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

아,단

감,감

귤

- - -
떫은

감

밤,참

다래,

자두

감자,

콩,양

파,

고추,

(시설

)수박

고구

마,

옥수

수,

마늘,

매실,

벼

(시설)

딸기,

토마

토,

오이,

참외,

대추

(시설)

풋고

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

자

(시설)

파프

리카,

멜론,

인삼,

오디,

차

표고

버섯,

느타

리버

섯,시

설(시

금치,

부추,

상추)

시설(

배추,

가지,

파)

시설

(무,배

추,카

네이

션)

시설

미나

리,

양배

추,

밀,

오미

자

대상재해

태풍,

우박,

동상

해

태풍,

우박,

동상

해,호

우

태풍,

우박,

동상

해,호

우,나

무피

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추가

품목

은

전위

험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인삼

특정

위험

좌동,

버섯

특정

위험

좌동 좌동 좌동

국고

지원률

보험료2) 30 50 50 50 61.3 58.4 55.6 52.8 50 50 50 50 50 50 50 50

운영비 50 70 73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입

실적

농가수 8 19 16 24 26 27 29 33 46 53 68 75 95 89 122 181

면적 4 11 11 18 20 21 24 26 48 53 87 108 160 134 185 297

가입률 17.5 18.3 15.2 18.2 23.4 24.0 22.7 23.1 12.5 13.0 13.6 13.7 19.1 16.1 21.7 27.5

보험료

총

보험료
34 80 178 331 568 618 581 573 643 897 1,161 1,578 2,370 2,343 3,148 3,504

환급금

차감후

보험료

30 80 172 321 548 576 557 554 625 864 1,110 1,516 2,269 2,340 3,142 3,500

위험보

험료
- - - - - - - - - - - 1,375 2,057 2,166 2,933 3,280

보험금

지급

실적

농가 0.4 6.9 10.1 3.2 5.9 5.2 7.2 3.4 8.7 14.3 19.6 46.3 8.6 10.8 6.4 13.94)

지급액 14 347 500 136 239 211 615 249 662 903 1,326 4,910 451 1,450 529 1,023

손해율3) 45.7 433.4 290.8 42.3 43.5 36.6 110.4 45.0 105.8 104.6 119.5 357.1 21.9 66.9 18.0 31.2

자료 : 2017농업재해보험연감

3)
1) 전위험 : 병충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자연재해, 화재 등)를 보상하는 방식.(현재 종합위험

방식과 동일) 2) 특별보조 : 2004년 보험요율 대비 인상분에 대해 2005~2008년 특별보조

3) 손해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금 ÷ 환급금차감후보험료, (2012년 이후) 보험

금 ÷ 위험보험료 4) 2016년 보험급 지급 농가수는‘벼 무사고 환급’농가수를 제외한 농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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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정책보험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

험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농업보험에 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

또한 농업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지원 지역 및 항목에 따라 다르다.

1. 운영예산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개발, 보장범위 확대, 농가가입 증가 등으

로 인하여 농작물재보험사업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수입보장보험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예산 증가에 영향을 주었

다. 2017년도의 사업예산은 2,242억 원으로 전년대비 0.11%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에는 보험료, 보험운영

비, 통계 및 위탁기관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3>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97,221 114,007 159,369 217,233 222,790 223,926 224,177

농작물재해보험 97,221 114,007 159,369 217,233 219,631 219,277 219,528

수입보장보험 　- -　 -　 -　 3,159 4,649 4,649

자료 : 농업재해보험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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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방식

사과 및 배의 보장방식은 특정위험방식과 적과전 종합위험방식만

있다. 특정위험방식은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

나무보상 등으로 인한 수확량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며, 적과전 종

합위험방식은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

위험방식을 적용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 배의 적과전보험은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사과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표 2-4> 보장방식별 및 품목별 보장유형

구분 보장방식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과수작물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 ○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배, 단감, 사과, 떫은감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3. 보험료 및 국가 지원

보험시장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으로 구분이 되어 있

다. 하지만 정책보험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보

험료와 순보험료로 되어 있으며, <그림 2-2> 와이 같이 산정한다.

영업보험료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일반관리비, 영업비, 모집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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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가에서 100% 보조하고 있으며, 순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

급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다. 보험요율은 시⋅군별 요울 적용하지

만,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시⋅군⋅구별

요율을 적용한다.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증률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

으며, 과거 손해율, 가엽연수,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 무사고 등에

따라 다르다.

<그림 2-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정방식4)

보험료 =
보험가입

금액
⨯

시군별

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방재시설

할인율)

보험료의 농가납입 순보험료 지원은 <표 2-5>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국고에서 50%지원 한다. 보험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순보험료의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비율은 20% ~

30% 사이로 농가부담 보험료의 비중이 작아져 농가의 경영에 도움

을 주고 있다.

<표 2-5> 보장수변별 국고보조율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벼 60 55 50 50 50

배·단감·사과·떫은감

(적과전종합)
- 60 50 40 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4) 김성섭(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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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작물재해보험 분석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은 2016년 현재 50개의 품목으로 농가의

수확량 및 수입에 대하여 정책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 농업보

험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과 및 배는 2년간의 시

범사업 후 전국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업재해보험 상품

중 17년이라는 가장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사과 및 배 한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1 절 해외 농업보험 수요모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요인 분석은 농작물보험 수요분석 원리를 이

용한다. 농작물보험 수요분석은 생산자 농업환경, 생산능력, 자본 등

의 제약 하에 생산자 수익에 대한 기대효용(Expected Utility)5)을 극

대화하는 방법으로 Goodwin(1993)은 식(1)과 같이 나타내었다.

(1)   αβ

는 관측이 가능한 생산자 i가 t연도에 위험회피 요인이며, 이러

한 위험 회피요인은 보험가입에 영향을 준다. 는 생산자가 농업보

험선택 시 기대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값이다. 보험가입을 위한 생산

자의 기대효용은 농가의 소득, 생산면적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5) 농업보험의 기대효용은 농가의 보험가입과 비가입 시의 순수익에 영향을 주는 설

명변수들을 이용하여 그 차에 대한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다.(Calv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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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데이터는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Niewuwoudt and

Bullock(1985)는 농업보험 보조금지원이 있지만 보험 수요가 낮은

원인을 찾기 위하여 가입면적에서 생산면적을 나눈 비중을 이용했

다. Goodwin(1993)은 농업보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생산면적 당

가입금액 및 생산면적 당 가입면적 비중을 이용하였으며, 다른 연구

와 차이점을 두기 위하여 loss-risk6)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O’Donoghue(2013)은 정책변화에 따른 작물보험가입에 미치는 탄력

성을 보기위하여, 총 가입면적, 가입면적 수, 총 보험료 등을 이용했

다. 작물보험 수요에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Liesivaara and Myyrä(2017)와 같이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작물가입

여부, 연령, 생산면적, 기대 보험금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O’Donoghue(2013)과 같이 Risk Management Agency(RMA)에서 제

공하는 농업보험 사업실적, 생산면적, 가격 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제 2 절 분석모형

본 논문은 2001년~2017년 사과 77개 및 배 117개의 시⋅군의 농

업재보험 가입에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또한 보조금이 농업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에 사용한 데이

터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와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로 이루어진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이며, 패

널자료는 횡단면자료의 시계열 축적으로 인하여 분석할 수 있는 표

본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유도가 늘어나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6) Goodwin(19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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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높은 효율성은 추정결과에 대산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정부정책, 경제효

과 등 관찰할 수 없는 영향으로 인한 변화를 측정이 가능하게 한다.

패널모형의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2)에서 시⋅군별 횡단면을 나타내는 i =1,2, . . .,N이며, 연도

는 t=1, 2, . . .,T로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탄력성을 보기위하여 �

는 로그를 취한 종속변수로 연도 t 시점에 지역 i에 대한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는 k개의 비확률적 설명변수

(non-stochastic explanatory variable)로 연도 t 시점에 지역 i에 대

한 가입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모형의 설명변수는 <표

3-1>와 같이 로그를 취한 5개의 변수와 3개의 더미변수를 사용했으

며, 더미변수인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비중과 지리적 표시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중은 10%구간, 20%구간, 30%구간으로 구분

하였고, 지리적 표시제는 시행하는 시⋅군은 1로 했다.

농업재해보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설명변수 설정 및 요인들은

다양하며, 분석 이유, 목적, 데이터 보유 등에 따라 변수들을 설정한

다. Niewuwoudt and Bullock(1985)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설명변수

를 보험금 나누기 보험료로의 값, 기대위험(expected risk) 등을 이

용하여 보험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Cabas, Leiva, and Weersink(2008)

은 농가단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보험 해지

및 가입 원인을 찾기 위하여 설명변수를 보험료, 농산물가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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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보험금 등을 이용하여 수요분석 했다. 또한, Yu and

Summer(2018)은 농업보험의 보조금 영향이 생산면적에 미치는 영

향을 보기 위하여 주별 생산비중이 높은 작물들의 생산면적, 보조금

비중, 농산물 가격 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설명

변수 단위

로그 가입금액 종속

변수

백만원

로그 가입건수 건

로그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설명

변수

백만원/ha
로그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로그 전년도 사고면적 ha
로그 전년도 손해율 %

로그 기대가격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율10%이하

더미변수(시행 1)지방자치단체
보조율20%이하

지리적 표시제

보험료 보조금이 농작물재해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로그 취한 가입건수 및 가입면적을 이용했다. 로

그를 취함으로 면적 및 가입의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종속변수 사용함으로써 영향력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보험가입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는 가입면적 당 가입

금액을 종속변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설

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보험가입금액은 수확량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특별약관의 금액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특별약관은 상품개선에

영향을 주며, 높은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은 보장범위가 많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금액은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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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면적 및 가

입건수에 양(+)의 영향이 예상된다.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은 해외논문에서 설명변수로 많이 사용하

고 있으며, 가입면적과 보험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입면적의 증가는 총 보험료도 증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총 보험료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총 보조금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을 이용하여 보조금이 가입면적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 할 수 있다.

1개년의 시차를 적용한 사고면적은 보험이 제공하는 자연재해 보

장범위 내에 피해를 받은 면적이다. 즉, 사고면적은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 면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외부적인 영향인 자연재해 피

해를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농가의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다.

Niewuwoudt and Bullock(1985)은 1개년의 시차를 적용한 손해율

을 보험료 가격이라고 했다. 손해율은 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값으

로 보험요율 산출 등에 사용이 된다. 하지만, 농업보험 수요에서의

손해율은 보험에 대한 기대수익을 말한다(Goodwin, Vandeveer, and

Deal, 2004). 즉, 손해율이 커질수록 농가의 수익이 증가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작아질수록 농가의 수익이 작아

진 것으로 해석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1개년의 시차를 적용한 손

해율을 설명변수는 농가의 기대수익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및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작물재

해보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의 상관관계는 음(-)의 영향을 나타났

다.

농산물 가격은 보험가입에 양(+)의 영향을 준다. Cabas, Leiva,

and Weersink(2008)은 콩의 가격이 증가 할수록 보험가입자들이 증

가를 했다는 연구를 보여주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증가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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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 증가에 영향을 준다. 농가의 소득은 생산면적 증가 또는 농

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며,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비중 더미와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 더미는 시⋅군별로 구분하

기 위하여 추가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총 보험료에서 50%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은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28일에 신설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비중은 시⋅군별로 10%에서 30%사이 지원

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의 차이가 얼마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시제로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인증제도

이다. 농산물을 보호는 품질적인 보호도 있지만, 자연재해로부터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공유도 포함이 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정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를 더미변수를 추가했다.

제 3 절 분석자료

본 논문의 주 자료인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는 농업정책보험금융

원에서 제공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과 및 배에 대한 가입

및 지급실적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험실적 자료는 회계연도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의 구성은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로 되

어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 보험가입 후 보험해지 등의 사유로 환급

금이 발생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보험료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사용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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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총 보험료에서 농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조금이

50%가 넘는 시⋅도에 대하여 50% 제외한 나머지 비율로 지방자치

단체보험료 지원금을 이용하여 구했다. 지방자치단체 보험금 비중은

10%구간, 20%구간, 30%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총 보조금은 국가에

서 지원하는 50%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합이다. 분

석 대상의 시군은 사과 77개 및 배 117개의 시⋅군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강원도, 인천, 서울, 부산 등 가입면적이 작은 시⋅도는 제외

시켰다. 사과는 대구광역시 및 경기, 충남, 충북 등 6개의 도(道)의

시⋅군을 이용하였고, 배는 울산광역시 및 6개의 도(道)를 이용하였

다. 3년 이하로 가입한 시⋅군과 보험가입을 해지한 시⋅군은 제외

시켰다. 사과 및 배 보험의 보장방식은 특정위험보장방식과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보장방식은 특정위험보장방

식을 사용하였으며,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은 배(2013년) 및 사과

(2015년)가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

에 연구에서 제외 시켰다.

기대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농식품통합서비스인 옥답4.0(OKdad

4.0)에서 제공하는 1999년부터 2017년의 도매시장 가격을 이용했다.

시⋅군 도매가격이 없는 지역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역에서 제외 시

켰다. 또한, 1999년부터 2017년의 3년 평균가격으로 산출 후 사용하

였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농업기술공유네트워크 시템인

「농사로」에 의하면 과거에는 대목을 6m⨯5m로 심어 4년에서 5년

후에 결실을 시작하였지만, 오늘날 기술 개발로 왜성대목(M.26,

M.9)을 이용하여 4m⨯2m로 밀식한 묘목부터 2년 후 부턱 수확이

가능하다. 또한, 2년~3년부터 결실이 가능하지만, 대무분의 과수의

결실 시작 수령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평균가격을 사용하였다.

지리적 표시제는 1999년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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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2002년 보성

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00건의 농산물

이 등록 되었다. 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으

로 인한 국내농산물 보호,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이동필 외(2011)은 지리적 표시 등록은

대상면적 증가, 판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

리적 표시제는 지역별 농산물에 대하여 보호 및 개량을 할 수 있도

록 원동력을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준다. 또한, 사과 및 배의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한 연도

는 지역별로 다르다. 지리적 표시제 특성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변수에 추가함으로써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

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

<표 3-2> 사과 및 배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품목 등록명

사과(6)
충주 사과, 밀양 사과, 청송 사과, 영주

사과, 무주 사과, 예산 사과

배(4) 울주군 배, 나주 배, 안성 배, 천안 배

분석에 사용된 사과⋅배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은 <표 3-3>과 같이 나타난다. 종속변수의 가입면적을 보면 평균

사과의 가입면적이 167.69ha로 배의 평균 가입면적 73.30ha 보다 크

다. 평균 가입건수 또한 사과 품목이 297.61건으로 배의 가입건수

108.59건 보다 크다. 이러한 영향은 설명변수인 가입면적 당 가입금

액, 전년도 사고면적 등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가입면적 당 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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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
변수명

사과 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종속

변수

가입면적 167.6906 334.7478 73.3044 207.6242

가입건수 297.6161 630.1339 108.587 316.4288

설명

변수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52.63814 25.55763 39.0070 11.1511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2.01346 2.28627 1.91511 1.64327

전년도 사고면적 35.04314 117.847 20.7267 108.7476

전년도 손해율 1.37727 4.96723 1.54657 5.39034

기대가격 1787 445.501 1376 451.9919

지리적 표시제 　6개 시⋅군 4개의 시⋅군　

관측치(N) 　77 117　

조금은 사과의 경우 2.013 백만원/ha이며, 배는 1.915 백만원/ha으로

비슷하다.

<표 3-3> 사과 및 배 변수 기초 통계량

(단위 : ha, 건, 백만원/ha, %)



- 27 -

제 4 절 분석결과

분석하기 앞서 패널모형의 적합성과 패널자료가 준수해야 하는

가정들을 검토해야 한다. 패널 기본 모형은 오차항에 개별효과

(individual effect)인 와 고유오차(idiosyncratic error)인 로 구성

되어 있다. 고유오차는 횡단면자료 및 시계열자료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으로 구성 될 수 있다. 또한, 오차항에 대한 평균은

    과 분산에 대하여  
   σ

 가정하며, 고유오차와 설명변

수간의 외성적(exogenous)     이라 가정한다(Judeg et al.,

1985). 즉, 통제된 개별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에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 자료를 반영한 패널자료는 횡단면 및

시계열로 인하여 이러한 가정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오차항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분산에 대한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에 대하여 검정해야하며, 개별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해야한다.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에 대한 검증 없이 최소

자승법(Method of Ordinary Least Squares: OLS) 추정하면 추정량

에 대하여 불편성과 일치성은 만족하지만 효율적인 추정량이 될 수

가 없다.

자기상관성 검증은 Wooldridge(2002) 검정을 이용했으며, 귀무가

설은 다음과 같다.

(3)   
   



식 (3)에서 오차항과 설명변수간의 상관성이 없어야하며, 귀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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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기각하면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Wald 검정, Breusch-Pagan

검정 등의 검정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는 White 검정을 사용했다.

White(1980)의 검정은 다음과 같다.

(4) ε 
  ααΨαΨ

 α









α

식 (4)은 오차항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조회귀식(Auxiliary

Regression)을 구한 것이며, 결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보조회귀식을

가지고 오차항에 대한 이분산성에 관한 귀무가설을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이분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5)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치는 식(6)와 같이 카이제곱을 사

용한다. 식(5)는 만약 모든 i에 대하여 ε가 으로부터 독립적이고,

ε
   σ

 과 
    이면 결정계수에 자료 크기 n을 곱하면 식

(6)와 같이 카이제곱 분포를 가질 수 있다.

(6)  ~χ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이분산성은 사과⋅배 가입면적 및 가입건

수의 유의확률(P-Value)이 모두 p=0.0000 산출되어 귀무가설을 기각

하여 이분산성이 있으며, 또한 자기상관성이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개별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정은 Hausman(1981) 검정을 사용했

다.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소자승법 및 일반화최소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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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Least Square: GLS)으로 추정한 추정량은 편의하고 불

일치하다(Hausman and Taylor, 1981). 따라서 Hausman 검정에 따

라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귀무가설은 독립변수와 개별효과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하지 않다고 가설을 세우며, 귀무가설을 기각 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Hausman 검정결과 사과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독립변수와 개별효과

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배 가입면적에 대한

Hausman 검정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가

입건수는 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사과 및 배의

Hausman 검정결과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추정량이 효율

적이고 일치성 높다고 나왔다. 하지만, 고정효과의 모형을 사용한

배 품목 분석 시 내성성 문제가 발생하여 계수의 유의성 문제가 발

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F 검정을 통해 시간 고정효과가 유의하

게 존재한다고 나타났으며, 배는 시간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했다.

1. 사과

77개의 시⋅군을 분석한 사과는 Hausman 검정을 통해서 개별효

과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나 가입건수

및 가입면적은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했다. <표 3-4>와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면적에 탄력적으로 주는 요인은 가입면적 당 가입

금액,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전년도 사고면적, 지방자치단체 10%

비중이며, 비탄력적 주는 요인은 전년도 손해율이다. 가입건수의 요

인은 가입면적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20%

비중의 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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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효과가 가입건수보다 가입면적이 탄력적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가입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의 가입면적 당 보조금이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O’Donoghue(2013)

은 밀에 대한 가입면적은 1%의 보조금을 증가시키면 0.8%의 가입

면적이 증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사과 가입면적의 가입면적 당

보조금의 탄력성은 0.15로 추정되었다.

<표 3-4> 사과 품목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요인 추정결과7)

종속변수

설명변수

로그 가입건수 로그 가입면적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로그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0.416085***

0.0907
0.169021*

0.08
(4.59) (2.11)

로그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0.148406***

0.0435
0.151013***

0.042
(3.41) (3.6)

로그 전년도
사고면적

0.117939***

0.0182
0.128389***

0.0186
(6.47) (6.9)

로그 전년도
손해율

-0.04804**

0.0158
-0.05623***

0.0155
(-3.04) (-3.64)

로그 기대가격
0.00219

0.1439
0.186183

0.1405
(0.02) (1.32)

지방자치단체
보조율10%이하

0.326711***

0.0617
0.348761***

0.0659
(5.29) (5.29)

지방자치단체
보조율20%이하

0.114908*

0.0577
0.103041

0.0561
(1.99) (1.84)

지리적 표시제
1.026263***

0.138
1.052947***

0.1245
(7.43) (8.46)

상수항
1.304865

1.1348
1.206179

1.0711
(1.15) (1.13)

7) ***p<0.001, **p<0.01, *p<0.05이며, ( ) 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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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의 탄력성은 가입건수가 높게 나타

났으며, 가입금액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금액이다. 가입금액은 자

기 부담비율에 따라 다라지며, 과수에 대한 가입금액 측정은 수확량

및 특약8)에 따라 정해진다.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적과 후 차과

수 조사를 시행한 다음 정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면적 당 가입

금액의 증가는 보장범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말 할 수 있고, 피해발

생 시 보상금의 최대치가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Goodwin(1993)는 보험가입금액이 가입면적, 자기 부담비율, 생산량

보장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보험의 등급을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가입의 금

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건수에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양(+)의 탄력성을 주고 있는 전년도 사고면적은 자연재해 및 보

험자가 선택한 보장범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면적으로 미래에 대

한 보험가입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 가입건수 및 가입면적의 탄

력성 차이는 크지 않으며, 양(+)의 영향력은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보험가입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농

작물재해보험의 연도별 가입률을 보면 <그림 3-1>와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03년 및 2012년에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이는

2003년 매미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4조 2,225억 원이 발생하였고,

2012년에는 덴빈, 볼라벤 등 총 22회의 자연재해로 1조 89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과의 가입면적 및 가입검수는

2013년 이전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주었지만 2004년 전년대비

증감율은 각각 60% 및 55%로 나타났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8) 특별약관(특약)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 나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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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감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음(-)의 효과를 주고 있는 손해율은 Niewuwoudt and Bullock(1985)과

Goodwin, Vandeveer, and Deal(2004)의 연구와 반대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는 종속변수와 손해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우리나라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와 전년도 손해율은 음(-)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손해율은 보험금을 보험료 나눈 값으로 손해율이 커지면 보험

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보험료도 증가한다. 보험료의 증가는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감소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은 손해율이

음(-)의 탄력성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입면적 감소는 재해발생 및 수확량 감소 시 농가 경영에 위협

을 주며, 생산면적에 감소하게 한다. Yu, Smith, and Sumner(2018)

는 10%의 보험료 보조금 상승은 0.43%의 생산면적 증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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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했으며, 보험료 보조금은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이윤에 영향

을 준다고 했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에서 50%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입건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0%이하

및 20%이하를 지원은 양(+)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가입면적은 10%

이하와 양(+)의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

한 년도 이후 시⋅군의 가입면적과 가입건수 증가했으며, 이러한

영향이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2. 배

시간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배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는 117개

시⋅군의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과의 결과와 조금 차이가 나타

났다. <표 3-5>과 같이 가입면적에 양(+)의 탄력성을 주는 요인은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전년도 사고면적, 기대가격, 지리적 표시제이

며, 음(-)의 탄력성을 주는 요인은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전년도

손해율이다. 가입건수 및 가입면적의 지방자치단체 비중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다.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는 사과와 같은 양(+)의 탄력성이 추정되었

지만, 사과 품목보다 탄력성이 크게 나타났다. 사과의 평균 가입면

적 및 가입금액은 배보다 약 2배 크며, 가입금액 또한 약 2배 크다.

하지만, <그림 3-2>와 같이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의 크기는 2011년

이전까지 배가 더 크며, 2011년 이후에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면적이 작은 배의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의 탄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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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연도별 사과 및 배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전년도 사고면적은 사과와 같이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가입면

적 및 가입건수의 추정치는 각각 0.76과 0.68로 나타났다. 사과의 전

년 사고면적의 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배가 사과보다 자연재

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와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은 강한 양

(+)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음(-)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의 생산면적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O’Donoghue(2013)의 선행연구는 몇 개의 주(州)에서 보조금의 비탄

력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업인들의 생산품목 변경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3>과 같이 총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

고 있지만 가입면적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사과의 총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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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 증가하고, 가입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배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의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과 같이 음(-)의 영향으로 나

타나지 않은 이유는 감속 폭이 배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보다 작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연도별 배 가입면적 및 총 보조금 비중

Cabas, Leiva, and Weersink(2008)은 작물의 가격 증가가 농작물

보험의 수요에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종속변

수인 콩의 총 가입건수에 콩 가격은 양(+)의 요인 및 탄력적으로 나

타났다. 배의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에 대한 기대가격도 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가입면적의 탄력성이 가입건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입면적의 증가는 생산량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기대가격에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기대가격이 높아지면 농가에서 작물에

대한 보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는 울주군은 2009년 이후 가입건수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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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가입면적은 증가하였으며, 천안시 및 안성시는 2013년에 지

리적 표시제를 시행 이후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가 큰 범위로 증가함

으로써 가입건수 및 가입면적 양(+)의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

다.

<표 3-5> 배 품목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요인 추정결과9)

종속변수

설명변수

로그 가입건수 로그 가입면적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로그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0.994309***

0.1276
0.911613***

0.1429
(7.79) (6.38)

로그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0.25371***

0.041
-0.50366***

0.0431
(-6.19) (-11.69)

로그 전년도
사고면적

0.681707***

0.0184
0.759322***

0.0184
(37.04) (41.28)

로그 전년도
손해율

-0.42413***

0.0183
-0.4437***

0.0193
(-23.18) (-23.04)

로그 기대가격
0.077539***

0.0162
0.106486***

0.0185
(4.79) (5.76)

지방자치단체
보조율10%이하

-0.02879
0.1764

0.041173
0.1738

(-0.16) (0.24)

지방자치단체
보조율20%이하

-0.04391
0.0986

0.054095
0.1047

(-0.45) (0.52)

지리적 표시제
1.286517***

0.2405
1.228667***

0.2782
(5.35) (4.42)

상수항
-2.09876***

0.4733
-2.20978***

0.5189
(-4.43) (-4.26)

9) ***p<0.001, **p<0.01, *p<0.05이며, ( ) 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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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 약 및 결 론

본 연구는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가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와 보험료 보조금의 중요성 등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를 시작

하였다. 정책보험 분석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에서 제공하는 보험사업실적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사과 77개 및 배

117개의 시⋅군으로 사과 및 배 품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리적 특성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기대가격과 지리적 표

시제를 이용하였다.

이상기후 현상과 불확실한 자연조건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피해

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분야에서 피해

가 발생 시 농가의 재생산활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나라 및 해외 국가

에서는 정책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보험은 일반보험 시

장과 달리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이 될 수 없다.

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있으며, 피해가 발생

시 일부지역에서만 아닌 전체 지역에서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에서 개인으로 운영하기 힘들며, 운영

하더라도 보험료의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기 힘들다. 또한, 보험

상품개선 및 보장범위 확대로 인하여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보험료의 증가는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

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책보험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과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

하여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료의 62%를 지

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험료 곱하기 보험요율의 절반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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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50%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10%~30%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 관련 예

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증가는 새로운 품목개발, 연구,

지원확대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전에 힘을 쓰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보험의 지원과 예산확대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에 가입하는 농가들은 많이 없다. 2016년의 가입률은 27.8%로 가입

률 30%이상을 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작재해보험의 가입

면적을 증가 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

구하고자 한다.

17개년도의 시⋅군 중심으로 사과 및 배에 대한 불균형 패널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로그를 취한 가입면적 및 가입

건수 이며, 독립변수로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가입면적 당 총 보조

금, 전년도 손해율, 저년도 사고면적, 기대가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중, 지리적 표시 등록 여부 등의 요인 추가하여 결과 값을 추정하

였다. 또한, 모형에 대한 검정을 함으로써 개별효과 및 독립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여부를 확인하여 추정량의 편의 및 일치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중은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서 예산보조 시작은 2011년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신설된

이후 시작되었다.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는 사과 및 배 품목으로 구분하였다. 사과 가입건수에 양(+)의 탄력

성들은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전년도 사고

면적, 지방자치단체 10%비중 및 20%이며, 가입면적은 변수의 유의

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20%를 제외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가입금액은 보장범위 및 수확량에 의하여 정해진다. 보험료 보조금

의 증가는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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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비중별의 지원을 확인 결과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약관을 추가함으로써 보장범위가 봄동상해, 가을동상

해, 집중호우 일소피해, 나무보상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확량 증

가는 생산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입면적 증가에 영향

을 준다. 전년도 사고면적 증가는 보험가입면적을 증가시킨다. 자연

재해 발생의 불확실성과 안전 불감증 등의 이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가 농작물재

해보험 가입률을 확인하면 t-1년도에 자연재해가 발생 시 t년도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배 보험상품의 가입면적 증가에 양(+)의 탄력성을 나타난 요인은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전년도 사고면적, 기대가격, 지방자치단체

10%비중 및 20%이며, 음(-)의 효과를 나타난 요인은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및 전년도 손해율이다. 정책보험의 보조금은 Chi(2016)와

같이 생산량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나의 배 가입면적을 보면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의 배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조금 증가의 영향보단 생산면적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의 효과는 양의 요인으로 나타났

다. 가격의 증가는 농가의 수익을 증가에 영향을 주며, 농가의 수익

증가는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영향을 준다. 하지만, 보험료의 보

조금이 없으면 농가에서 위험을 부담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 비율은 이러한 가입면적을 확대시키며, 가입면적의 확대는 농가

의 경영안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회비용 생

산면적 증가, 상품개발 등 농가소득안정에 영향을 준다.

결론적으로 가입면적 당 가입금액, 가입면적 당 총 보조금, 전년

도 사고면적, 지리적 표시제 등의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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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보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

을 줄이기 때문에 가입면적 및 가입건수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지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원율을 3단계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험료 보조

금을 정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기회비

용을 만들 수 있고, 지원금을 받는 농가도 부담보험료 감소로 기회

비용이 증가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과 한계점으로

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농가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도

농가에서 그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

방자치단체, 보험사, 신문사 등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정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가입면적에 음(-)의 영향을 주는 보험료에는

보험요율, 할인⋅할증률, 방재시설 할인율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

험료에 의한 가입면적 영향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면적에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최적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보험 가입면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함으로

써 효과적 및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입면적에 대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농작

물재해보험의 중요성과 농가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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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Agricultural Insurance 

Subsidy Effects on Insured Acre

Yangsuk Roh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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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countries, the government provides policy insurance

to protect farm production activities from natural disasters. In

addition, because of the environment and policies the crop

insurance is being improved and expanded. The crop insurance,

which protects farmers' production and damages, started with

apple and pear in 2001 and expanded to 50 crops in 2016.

Moreover, it has expanded to protect price of the product, such

as revenue insurance. These improvements and expanded

coverages of insurance products can help farmer to manage their

productivity. However, without a crop insurance’s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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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by the government can decrease chances of the

opportunities to be insured for the farmers. The government

supports 50% of the premium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Insurance Act, local

governments can also provide additional support of 10% to 30%.

However, although subsidies are supported, the participation rate

of agricultural insurance does not exceed 30%.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ubsidy effect on the insured acre

and factors for increasing the insured acre.

This study used insurance business results data from 2001 to

2017, and the appel 77 and pear 117 counties were been appl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liability per insured acre, total

subsidy per insured acre, lag one year of accident acre, lag one

year of loss ratio, expected price, geographical indication, and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 subsidies were used. In addition,

by using the number of insured and the insured acre as

dependent variables, we can able to compare the effect of

agricultural subsidy factors and total subsidies.

Because of the panel data’s characteristics, which have cross

section and time seri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n

endogenous problems. The panel data test statistic shows that

appel has fixed effect model, and pear has time fixed effect

model. Moreover, in order to confirm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we used a log in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to estimate the elasticity.

The factors affecting the insured acre and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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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ed were the liability per insured acre, the total subsidy per

insured acre, lag one year of accident acre,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 10%, and 20%. If the liability per insured acre

increased by 1%, the insured acre increased by 0.16%, and the

total subsidy per insured acre was estimated to increase by

0.15%. For the number of insured subscription, the liability per

insured acre was 0.41%, and the total subsidy per insured acre

was 0.14%.

In the case of pear, the liability per insured acre, lag one year

of accident acre, expected price, and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 10%, and 20% were estimated positive effect.

However, the total subsidy per insured acre did not show a

positive effect like apples. The estimation of the insured acre and

number of insured were -0.50% and -0.25%, respectively. This

result showing that although the proportion of total subsidies is

increasing, the production acre of pear, which is an external

factor, is decreasing. However, if the liability per insured acre

increased by 1%, the insured acre increased by 0.91%, and the

number of insured was estimated 0.9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lthough the increase

in the subsidy of the crop insurance has an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insured acre and the number of insured, there is

decreasing effect because of external factor. However, providing

insurance products that offer a variety of coverage along with

subsidies for premiums may increase the insured acre and the

number of insured. It is meaningful providing these resul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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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an efficiently distribute the limited crop insurance

budget.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using the farmers'

information, such as profit and production acres, could be future

research topics.

keywords    : Crop insurance, subsidy, panel data,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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