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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 후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유기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 여러 분야에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부문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진행되어 왔

던 농업부문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그 수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현저히

적다. 최근 진행된 농업부문 최저임금 관련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임금

효과를 추정한 바 있으나,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포괄하여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최저임금 관련 연구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구축하여

최저임금이 농업 생산 부문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



- ii -

다.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 수요함수, 농산물 비용

함수, 최저임금 임금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일부의 생산요소 공급탄력성의

경우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확

률적 균형대체모형을 바탕으로 균형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균형분석 결과

를 활용해 후생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최저임금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균형변화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족노동 시장의 균형 수량은 증가하

게 되고 고용노동, 토지, 비료 시장의 균형수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가족노동, 고용노동 시장의 균형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토지 및 비료 시

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산물 시장에는

균형 수량 감소, 균형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대부분의 시장반응은 농산물 시장에서보다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으로 인상되면 농업생산부문

의 총 잉여는 약 1,958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주체별로 세분화할 경우, 농가의 잉여는 1,240억 원 감소, 고용노

동 시장의 잉여는 611억 원 감소, 자본시장의 잉여는 23억 원 증가, 토지

시장의 경우 147억 원 감소, 비료 시장의 경우 126억 원 감소, 농약 시장

의 경우 53억 원 증가, 기타중간투입물 시장의 경우 7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가 총잉여변화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7% 가량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을 고려할 경우 최대 9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농업 생산 부문 피해의 대부

분은 농가에게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농가의 잉여변동분의 규모

는 농가경제잉여 대비 2.12%, 노무비 대비 9.67%에 이르며, 이 규모는

신뢰구간을 고려할 경우 최대 농가경제잉여 대비 3.32%, 노무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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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대부분의 시장반응은

농산물 시장이 아닌 생산요소 시장에서 발생하고, 이때 대부분의 잉여변

동분은 농가가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

한 농업부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대책 수립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최저임금, 확률적 균형대체모형, 최저임금 임금함수, 후생분

석

학 번 : 2017-2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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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규정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은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 가량

상승하였으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보다 10.9%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약 7.2% 내외였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가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동시장 및 생산물 시장으로 양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률 증감에 대한 연구(Brown, 1982; Card

and Krueger 1994; Neumark and Wascher, 2007)와 소득 증가 및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Brown, 1999; Neumark, Cunningham and

Siga, 2006)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물 시장에 대한 논의는

일종의 최저임금의 물가효과에 대한 연구(Lemos, S. 2008; Katz and

Krueger, 1992)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농업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미만자1)들의 임금에만 영향을

1) 최저임금 미만근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 2 -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하였을 때,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된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농업부

문에서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으며, 현재 농업계는 이와 관련

된 후속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이 의사결

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예시

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

회에서 논의 끝에 결정하게 되는데,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을 포함한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농업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

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농

업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최저임금

후속대책에서도 농업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등 최저임금 관련 정책

에서 농업계에 고려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

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농업 생산 부문에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타 부문에서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효과나 임금효과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생변화에 대한 연

구는 부문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들며,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도 역시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농업부문의 후생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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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농업 생산 부문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부문 노동 시장의 임금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즉, 농업부문에 대한 최저임

금의 임금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농업부문에 대한 최저임금의

임금효과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을 웃

도는 농업부문 노동시장의 특성상, 직접효과와 간접효과2)를 모두 포괄하

여 임금효과를 추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허나 가장 최근 연구인 유찬

희 외(2018)에서도 직접효과만을 포괄하여 최저임금의 임금효과를 추정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 효과를 모

두 포괄하여 농업부문 최저임금의 임금효과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부문은 그 특성상 타산업부문과 달리 가족노동의 비율이 높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후생 변화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

해서는 전체노동의 가격(임금)에 외생적 충격(최저임금 상승)이 가해졌

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노동을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으로 구분하고, 고용

노동에 외생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투입요소간 대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농

가는 최적화 행동을 통해 다른 요소의 투입량을 같이 줄이거나, 혹은 늘

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임금 상승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

로 농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입요소 대체 행동을 통해 일정

분을 감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산물(최종재) 시장에서 공급자 후생 변화분이 곧 농가 후생의 변화

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자 후생 변화 분을 투입요소별로 세

분화하여 농가 후생의 변화분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종재

시장에서는 공급자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생산요소 시장에서

2) 여기서 최저임금의 직접효과는 최저임금 미만자에게 미치는 임금효과를 뜻하며, 간접

효과는 최저임금 미만자가 아닌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받게 되는 간접

적인 임금효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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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생산요소 시장의 후생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추정과정에서 투입되는 파라미터들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가령,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비료의 투입량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도 있을 것이며,

모든 생산자 반응은 확정적이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

적으로, 후생분석 결과의 폭(범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후생분석을 진행하

기 위해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에 투입되는 주요 파라미터들은 수요함수 추정, 생산함수

추정,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수집하였고, 일부의 파라미

터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후생분석 결과

및 균형분석 결과와 부가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탄성치는

우리나라 농업부문 최저임금 후속대책 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

길 바란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앞서 제 1절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되

어 온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와 생산물시장에 대

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노동시장에 대

한 연구인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임금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가장 오

래된 연구주제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최저임금

의 임금효과와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고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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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고용률을 임금의 함수로 두고, 임금을 또다시 최저임금의 함수로

두는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효과 추정과정에서 최저

임금의 임금효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최

저임금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외의 최저임금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즉,

고용효과의 부호에 대해 논쟁이 있다. 대부분의 고용효과 관련 초기 연

구들은 간단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최저임금

의 음(-)의 고용효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Card and

Krueger(1994)에 의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그 당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던 뉴저지주와 인상되지 않았던 펜실베니아주간 비

교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에서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고, 그 이후 음(-)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던 학계에서 최

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논쟁이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 Neumark and Wascher(2000)의 연구에서 Card and

Krueger(1994)가 활용하였던 데이터에 대해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

한 방법론을 통해 고용효과를 분석하였고,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

0.21에서 –0.22 정도로 추정되었다.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고용탄력성이 –0.1에서 –0.25로 추정되어 Card and Krueger(1994)의

연구결과를 정면 반박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연구

(Currie and Fallick, 1996)에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음(-)이라는 결

론을 내렸다.

또한 Neumark and Wascher(2008)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최저임금



- 6 -

관련 연구를 총 망라하여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3분의 2는 음(-)의 고용 탄력성을 추정했다고 밝혔으며, 8편만이

양(+)의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비교적 최근 연구인 Brochu and Green(2013)은 캐

나다의 각 주(州)별 최저임금 및 가구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

를 구축하고,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감소시

킨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관련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

해 일관된 결론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양적으로 볼 때 해외 연구에 비해 풍부하지 못하며, 대체적으

로 고용에 대해 부(-)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비교적 초기 연구로는 이병희(2008), 남성일(2008)

등이 있다. 이병희(2008)는 2004년과 2005년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적용 집단과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을 구분하

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을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비교집

단의 적절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황승진, 2016).

남성일(2008)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설문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확대 적용된 상황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임

금 및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최저임

금의 고용탄력성은 약 –0.312정도로 계측되었다. 이 특정 직종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타 부문까지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

닌다.

국내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로는 김유선(2014), 김영민(2015), 이정민·

황승진(2016)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유선(2014)은 2000년에서

2013년간 최저임금 지수(Kaitz 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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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킨 뒤,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국의 평균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고용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대일(2018)에 의하면 이

결과는 모형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고용효과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지역별 임금과 고용률의 관계에 대해 추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김영민(2015)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경제활동인

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최저임금 변수로는 실질최저임금 사용하여 임금

함수 및 고용함수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은 약

0.3∼0.37, 고용탄력성은 서비스업에서 약–0.37으로 추정되었다. 이정민·

황승진(2016)은 최저임금 적용률3)은 최저임금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고

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0.14로 추정하였다.

이 밖의 기타 선행연구들(김대일, 2012; 김민성 외, 2013; 강승복·박성

철, 2015 등)에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음(-)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농업부문에 대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임금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등을 추정하여 고용탄력성 및 임금탄력성 등을 추

정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또한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후생분석을

진행한 국내 연구는 타 부문 통틀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 부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생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최저임금 적용률은 t년도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t+1

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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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생산주체(농가, 노동 공급자, 비료 공급자 등)별 후생에 주안점

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농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들의 대한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구축하고, 농산물 및 생산요소시장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며, 최

종적으로는 각 생산 주체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한

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구축해야한다. 본 연

구의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에 투입되어야 하는 주

요 파라미터로는 생산물의 수요탄력성,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과 공급탄

력성, 요소 비중, 생산요소의 농가 공급비중,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 등

이 있다.

먼저 농산물의 수요 탄력성을 수집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으로 농식품 소비체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을 수집하였다.

그 다음으로,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을 수집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주요 생산요소 시장을 가족노동, 고용노동, 자본, 토지, 비료, 농약, 기타

중간투입물로 총 7개로 구분하고, 이들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생산요소

의 수요탄력성을 수집하였다.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의 경우, 선행연구들

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최저임금 임금

함수를 구축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해 패널을 구축하여 고

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탄력성을 추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수로 구축된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통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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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인상시 농산물 시장 및 생산요소시장에 일어나는 균형변화 및 후

생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생산부문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그림1-1> 연구 흐름도

제 4 절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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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연구의 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연

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 3장에서는 분석 자료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 뒤 제 4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시사점과 한계에 대

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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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균형대체모형

균형대체모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가능한 최소한의 가정 하, 선형근사를 통해 주요변수의 변동률

과 탄력성을 활용하여 경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론이다. 이 모형에서는

수요 및 공급방정식을 구성하고, 관련 시장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상품별,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이 인상되면 농업 생산 부문에는 생산요소 중 하나인 고용노동의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외생적인 충격으

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균형 변화를 추정하고 생산주체별로 후생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균형대체모형을 활용한 농업부문 연구의 대부분은 Muth(1965)로부터

체계화된 균형대체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모형은 Muth(1965)에 의해

체계화된 이후로 Sumner and Wohlgenant(1985)가 처음 균형대체모형이

라는 용어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Gardner(1987)를 거쳐 Alston et

al.(1995)의 연구에 의해 발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lston et al.(1995)

의 연구에 의해 발전된 균형대체모형에 기반을 둔다. 이 모형은 생산요

소시장에 가해지는 외생적 충격에 대한 경제 분석이 용이하도록 고안되

어 있다.

이 모형에서는 생산물(농산물) 시장과 생산요소(가족노동, 고용노동,

토지 등)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하고, 농가는 합리적 경제주체

로써 이윤극대화 행동을 한다고 가정하며,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TS)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시장조건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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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으로 구축하였다.

   (1)

   (2)

       (3)

          (4)

위의 식 (1)은 농산물 수요함수를 나타내며, 는 농산물의 균형 수요

량, 는 농산물의 균형 가격을 나타낸다. 식 (2)는 시장청산 조건으로,

는 단위비용함수이며,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가정 하, 한계비용함수

와 같아진다. 이때 는 번째 생산 요소의 가격을 나타낸다. 식 (3)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생산요소의 요소수요함수를 의미하며, 

는 번째 생산요소의 균형 요소수요량으로 순서에 따라 가족노동, 고용

노동, 자본, 토지, 비료, 농약, 기타 중간투입재를 나타내고, ∈는 요

소 가격 벡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식 (4)는 요소 공급함수를 나타내

는데, 는 번째 생산요소에 대한 요소공급함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생산요소를 총 7가지로 구분하였으므로, 총 16개의 식을 구성하

였다. 이상의 식 (1)∼식 (4)를 전미분한 뒤 탄력성과 변화율의 형태로

변환하고, 외생적 충격에 대한 변수를 추가한 후 행렬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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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렬 형태로 표현된 식(5)에서 는 농산물 수요탄력성을 의미하고, 

는 생산 요소의 비용 비중(cost share), 
는 요소가격탄력성, 는 요소

공급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생변수 벡터의 는 번째 생산요소

의 균형요소수량의 변화율, 는 번째 생산요소의 균형요소가격 변화

율을 의미하고, 는 농산물 시장의 균형수량 변화율, 는 농산물 시

장의 균형가격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생적 충격 파라미터인 는

농업부문의 고용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를 2018년에 7,530원, 2019년에

8,350원, 2020년에 1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생적 충격 파

라미터를 순서에 따라 총 3개로 구성하고( ), 번갈아가며 균형대

체모형에 충격을 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축약형으로 표기 가능하다.

 
    이때    (6)

이때, 식 (6)의 은 식 (5)의 농산물 시장 및 요소시장의 탄력성과

요소의 비용비중으로 구성된 행렬을 의미하고, 는 식 (5)의 내생변수인

균형변화율 벡터, 는 식 (5)의 우변인 외생충격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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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대체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파라미터가 모두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추정을 통하여 농산물(최

종재) 수요탄력성을 도출하고, 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요소 수요탄력성

도출한다. 요소공급탄력성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외생충격 파라미

터는 임금함수 추정시 도출되는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활용하여 구축

하였다. 각 파라미터별 수집 경로는 다음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파라미터 정의 수집 경로 비고

 최종재 수요탄력성 자체추정 LA-AIDS


요소  비용 비중

(cost share) 자체계산 -


 요소 수요탄력성 자체추정 초월대수 비용함수

 요소 공급탄력성 선행연구 엄진영 외(2016), 
OECD(2001) 등

 외생 충격 자체추정 임금함수

<표 2-1> 파라미터별 수집경로

<표 2-1>과 같이 탄력성 및 파라미터들을 수집하여 식 (5)의 균형대

체모형을 구축하고 나면 내생변수의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이때    (7)

식 (7)과 같이 변화율이 계측되면, 최저임금이 인상시 농산물 시장 및

생산요소 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균형대체모형은 수요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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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급함수를 변화율에 선형인 형태로 근사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각 시

장별 후생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균형대체모

형과 같이,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요소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모형에서는 각 경제주체별로 후생 변

화를 계산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Just, Hueth and Schmitz(1982)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적으로 연결된

시장에서 총 사회후생을 계측할 경우, 어떤 시장에서 계측하더라도 동일

하다. 즉, 관련된 여러 시장의 후생을 동시에 합산하면 후생이 중복합산

(double counting)되어 과대하게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과 같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시장에서는 각 시장의 잉여변동분을 합

쳐서 총 사회잉여로 계산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장에서 수요 혹은 공급함수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

는 사회의 총 잉여는 해당 시장의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에 모두 반

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Alston et al., 1995). 즉, 충격이 가해

진 시장의 후생만 계측해야한다.

시장균형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수

요 및 공급함수의 함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형태를 가정해

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식 (5)와 같이 변화율이 선형인 형태로 수요

함수와 공급함수를 근사하면 다음과 같이 후생변화를 계측할 수 있다

(Alston et al., 1995).

∆
 


 (8)

∆ 


 (9)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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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8)과 식(9) 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요소시장 중 고용노동

시장에서 계산한 소비자잉여 변화분(∆
)과 생산자잉여 변화분(∆ )

이며, 총 후생 변화(∆ )는 식 (10)과 같다. 이 식은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한 시장에서 측정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다. 이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
는 다른 요소시장의 잉여 변화 분을 포함하고 있

다. 이와 함께, kinnucan et al.(2001)의 연구에 따라 농가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생산요소에 귀착되는 준지대(quasi rent)를 고려하여 식을 변형

시키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농가의 잉여변화 분을 계측할

수 있다.

∆  ∆ 
 



∆ (11)

식 (11)에서 ∆는 농가의 잉여변화분을 나타내며, ∆는 요소시

장의 수요자인 농가의 소비자잉여를 나타내고, 는 번째 생산요소에

대한 농가공급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농가의 최종적인 후생은 식 (11)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요소를 7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중 고용노동시장

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

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충격에 대해 이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후생을

세분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시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

밀히 분석할 수 있다.

제 2 절 확률적 균형대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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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에서 제시한 균형대체모형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 균형에서 크게 변화하는 외생적 충격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 요소의 증가와 같은 대체에 대해 물리적인 제약을 둘 수

없다는 점, 투입되는 파라미터들의 적정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Harrington, 2008). 특히 균형대체모형을 활용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지

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투입된 파라미터의 적정성일 것이다.

균형대체모형를 활용하여 주요 내생변수인 최종재시장과 생산요소시

장의 가격과 수량에 대한 변화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표 2-1>에

서 제시한 파라미터들의 추정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균형대체모

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이 투입 모수들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투입 파라미터들을 한 연구 내에서 모두 자체적으로 추

정하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의 균형대체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그렇듯,

다른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여 균형대체모형을 구성할 시에는 균형대체모

형의 정확성 및 적절성의 일정부분이 선행연구의 적절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특정 파라미터를 선행연구에서 인용할 시에는 수많은 선행연구

중 어떤 선행연구의 파라미터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자체추정을 통해 도출한 파라미터들도 다른 선행연구들

에서 도출한 파라미터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이 문제는 파라미터

의 확정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일반적인 균형대체모형은 암묵적 혹

은 명시적으로 파라미터의 확정성을 가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결과치

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대체모형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에

서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여 투입 파라미터 변화

에 따른 균형대체모형 결과 값의 변화를 함께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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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의 실시 역시 투입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결하지

는 못하고, 결과치를 해석할 시에도 직관적인 해석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균형대체모형에서 두고 있는 파라미

터들의 확정성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고 투입 모수들의 불확실성을 반영

하며, 민감도 분석의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Davis and Espinoza

(1998)가 제안한 확률적 균형대체모형(Stochastic Equilibrium Dis-

placement Model, 이하 SEDM으로 약칭)을 활용하고자 한다.

SEDM은 일반적인 균형대체모형에서 파라미터들의 불확실성을 반영

하기 위해 파라미터들의 확률적 분포를 가정한다. 이를 통해 분석 결과

치에 대한 경험적 확률분포를 도출하여, 결과치의 폭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게 된다. 식 (6)의 균형대체모형에서 내생변수의 변화율은 각

종 탄성치와 요소비용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의 행렬()과

외생적 충격 벡터()에 의해 결정된다. 파라미터들의 점추정치(





)가 선택되면, 내생변수 벡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2)

위 식 (12)에서 투입되는 파라미터들이 일종의 확률변수로서 특정 형

태의 분포를 띄고 있다고 가정하면, 내생변수의 변화율() 또한 분포를

띄게 되며, 탄성치들의 기준 값(baseline value)에서 추정된 에 대해 신

뢰구간 및 가설검정 등의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

Davis and Espinoza(1998)에 따라 SEDM 모형의 분석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라미터들의 다변량 분포를 가정한다. 이때, 직

접 추정하지 아니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수집해온 탄력치는 파라미터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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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독립성 가정). 한편으로 자체추정

을 통해 수집한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파라미터간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정보룰 알 수 있고, 이러한 독립성 가정이 완화하여 분포를 설정할 수

있다(다변량 분포 활용).

다음으로 몬테카를로(Monte Carlo) 기법4)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들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부터 식 (6)의 균형대체모

형을 T번 계산하고, 이를 통해 내생변수 벡터의 경험적 분포를 도출하여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절차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탄력성 추정

치(요소 공급탄력성)와 자체 추정한 탄력성 추정치( 농산물 수요 탄력성

및 생산요소 수요탄력성)에 기반하여 분포를 가정하였으며, 파라미터들

의 경험적 분포로 부터 균형대체모형을 10,000번(T=10,000)계산하여 내

생변수 변화율의 경험분포를 도출하였다.

제 3 절 농식품 수요함수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집하기 위하여 농식품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고, 이때 활용한 모형은 Deaton, A. and J. Muell-

bauer(1980)에 의해 제안된 준이상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이하 AIDS로 약칭)이다.

수요함수 추정 모형은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대한 가정을 두지 않고

수요함수의 형태를 설정하여 추정하는 방식과 특정형태의 효용함수를 설

정하고, 설정한 수요함수가 가질 수 있는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4) 몬테카를로(Monte Carlo) 기법은 분포에 대한 정보(평균, 분산, 분포의 형태 등)를 바

탕으로 난수를 이용하여 경험적인 분포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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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할 수 있다(권오상, 2015). 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수요함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러한 수요함수를 도

출 할 수 있는 효용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함께 존재한

다. 후자의 경우 수요함수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경제이론을

충족하는 형태의 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모형

은 후자의 수요함수 중 하나인 선형 ADIS(LA-AIDS)모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농식품 수요체계에 대한 연구의 다수는

LA-AIDS모형을 사용하고 있다(사공용·김태균, 1994; 이계임·최지현,

1999; 임청룡 외, 2014 등). 이 연구들은 농식품 수요에 대한 약분리성

(weak separability) 가정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수요함수의 경우에도 이 가정 필요하다. 이렇듯 많은 연구자들이

LA-AIDS 모형을 활용한 까닭은 상대적으로 추정작업이 용이하면서도

추정 파라미터에 대해 선형인 형태로 근사한 지출 비중 방정식 체계를

도출하며,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수요함수 및 가격탄력성과 소득(지출액)

탄력성이 추정가능하기 때문이다(권오상, 2015).

LA-AIDS 모형은 Muellbauer(1975)의 PIGLOG 함수에 Stone(1954)에

서 제안된 바와 같이 함수의 일부분을 분석대상의 실질가격지수로 대체

하여 지출 방정식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부여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수

요함수가 충족해야하는 가산성조건 집계조건, 대칭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품목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서

비스로 총 5개 품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 특성을 고려한 더미변수 및

분기 더미변수, 시간에 따라 농식품 수요체계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세변수를 반영시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아래 식 (13)과 같

이 간접효용함수의 형태를 먼저 설정하고, 와 에 아래 식(14)와

같은 형태를 부여한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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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4)

식 (13)의 간접효용함수와 로이의 항등식을 통해 각 품목에 대한 비

중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ln를 실질가격지수로 대체한 뒤, 가구

특성 더미 변수, 분기별 더미변수 및 추세변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의 LA-AIDS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된 가구 특성 변수는

선행연구(권오상, 2015; 김동준 외, 2018; 김관수 외, 2018)에서 착안하여,

소득더미(저소득층, 중소득층)5) 및 가구 유형더미(근로자 가구), 분기별

더미(1분기, 2분기, 3분기)이며, 추세 변수로는 연도변수를 적용하였다.

 


lnln




  





이때 ln  
  



ln

 　 　 　 

(15)

5) 소득분위 1,2,3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저소득 가구, 4,5,6,7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소득가구, 8,9,10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더미변수를 부여

하였다.



- 22 -

이때, 식(15)에서 는 번째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 는 번째 품목

에 대한 가격, 은 농식품 지출액이며, 는 분기더미, 소득분위, 가구

유형 더미, 추세변수를 나타낸다.

위와 같이 구축된 LA-AIDS 모형을 추정하면, Green and Alston

(1990)에 기반을 두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소득

(지출액) 탄력성을 도출한다. 이때, 탄력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2015년으

로 설정하였다.

 ln


×





 (16)

 ln


×


 





 (17)

 ln


×


 


(18)

식 (16)의 는 번째 품목의 소득(지출액)탄력성, 식 (17)의 는 번

째 품목의 자체가격 수요탄력성, 는 번째 품목의 번째 품목의 가격

에 대한 수요탄력성(교차가격 탄력성)이다. 위의 식 (16)∼식 (18)을 활

용하면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의 추정할 수 있으며, Krinsky and

Robb(1986)에 따라 추정된 탄력성의 분포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와 같은 방법을 통해 추정한 농산물 수요탄력성 및 분포를 확률적 균형

대체모형에 활용하기로 한다.

제 4 절 농산물 비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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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대체모형 구축에 필요한 파라미터인 생산요소의 가격탄력성 
를

추정하기 위해 비용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비용함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노동을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으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추정을 하면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을 구분하지 않

은 채 단일한 형태의 노동의 수요탄력성이 도출되게 된다. 이는 암묵적

으로 가족노동의 수요탄력성과 고용노동의 수요탄력성이 동일하다는 가

정을 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농업의 특성상 가족

노동의 수요탄력성과 고용노동의 수요탄력성은 크게 다르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

에 노동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면 과대추정의 여지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을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으로 구분하였으

며, 이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생산요소를 가족노동, 고용노동, 자본, 토

지, 농약, 비료, 기타중간투입물로 구분하여 총 7가지의 생산요소를 고려

하였다. 구축된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     (19)

식 (19)에서 는 번째 생산요소의 가격이며, 는 생산량, 는 시간

(연도)을 의미한다. 이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함수 형태는

Chambers(1988)에 기반하여 초월대수(translog) 함수형태를 사용하였다.

비용함수 추정에 활용되는 초월대수함수의 형태는 위의 식 (19)와 같은

비용함수를 2계 테일러 근사한 후 비용함수의 성질인 대칭성 조건, 생산

요소가격에 대한 선형동차를 만족시키는 제약을 두어 다음과 같이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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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 식 (20)에 쉐퍼드 정리(Shephard’s lemma)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

이 요소비중 방정식이 도출된다.

 


lnln

이때  


 


 


 


 

  ⋯

(21)

여기서, 는 각 생산요소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

방정식을 추정하면 Chambers(1988)가 제안한 바에 따라 각 생산요소 수

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i f   

 i f ≠
   ⋯ (22)

위와 같이 탄력성이 추정되고 나면, 제 2절과 마찬가지로 Krinsky

and Robb(1986)에 따라 분포를 형성하고, 추정한 요소 수요탄력성 및 분

포를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에 활용하기로 한다.

제 5 절 최저임금 임금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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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대체모형 구축에 필요한 파라미터인 외생적 충격 를 추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임금함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이중차분법(DID)를 활용하는 연구(Card and Krueger,

1994; Dube et al, 2010)와 최저임금지수를 활용하는 연구(Kaitz, 1970;

Brown et al, 1982), 시계열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연구(Williams and

Mills, 2001),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Neumark and Wascher, 1992;

Brochu and Green, 2013)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거나(이병희, 2008),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남성일, 2008; 김

대일, 2012; 김영민, 2015; 이정민·황승진, 2016). 이 중 이중차분법(DID)

에 기반한 방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어렵고, 자연실험적 상황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상대적으로 협소한 비교군 선정 폭으로 인해, 비교군 선정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과 국내 연구의 동향 및 해외에서 수

행되는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패널테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에 기반한 방법을 통해 임금함수를 구축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임금함수 추정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Card(1992) 및 이정민·황승진

(2016)의 방법에서 착안하였다.

Card(1992)는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

하고자,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될 시 인상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활

용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정민·황승진(2016)은 이를 응용하여 우

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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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함수 및

임금함수를 추정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반하

여 농업부문 최저임금의 임금함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

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최저임금 적용률을 기반으로 임금함수

를 구축하였다. 이 모형의 장점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가 적용근로

자에게만 한정되어야 하는 제약을 두지 아니하고, 적용근로자에 대한 시

간당 임금 조정이 동일집단에 속하는 비적용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포괄하여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다는 것이다

(황승진, 2016).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함수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23)

위 식 (23)에서 는 근로자 집단 의 년도 노동시장의 고용량,  

는 근로자 집단 의 년도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위의

함수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 뒤 차분하고, 적용 근로자 비중에 대한

함수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은 임금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ln   ln          (24)

이때    ∆        (25)

식 (24) 및 식 (25)에서  는 집단 의 년도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비중을 나타내고, ∆  은 t년과 t-1년 사이의 실질최저임금 인상률

을 나타내며,    은 근로자 집단 의 t-1기 평균 시간당 임금을 나타

낸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식 (25)를 추정하고 이를 식(24)의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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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와 곱하면, 최종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6)

위 식 (26)의 는 농업부문 실질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나타낸다.

이 탄력성을 활용하면, 농업부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 될 시 전체 임금

은 얼마나 증감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균형대체

모형의 외생충격 파라미터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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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자료

제 1 절 농식품 수요함수

농식품 수요함수 추정에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총 10개년에 해당

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다. 권오상(2015)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의 개별 가구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개별 가구별 소비행위를

분석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각 식품의 가격이 가구별

로 다르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가구별로 다른 가격지수를 구하기도 어렵

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위

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경제를 대표 하는 하나의 가구가 있다

고 가정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며, 충분한 관측치 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파라미터를 모두 추정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오상(2015)과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의 가

구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분기별, 소득분위별

(10분위)로 집계되며, 소득분위별 평균 지출액이 제시되어 있다.

농식품 수요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품목 구분은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농산물,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으로 구분하였다. 농산물

에는 곡물,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이 속해 있으며, 육

류는 세부품목으로 육류가 포함되어 있고, 수산물에는 신선수산동물, 가

공식품에는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 쥬스

및 기타음료 등이 속해있다.

추정에 사용된 가격 자료는 본 연구의 품목 구분과 가장 유사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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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 물가지수를 활용하고자 하여, 품목성질별 소비자 물가지수의 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농식품 수요함수 추정된 자료는 <표3-1>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분류 세부품목 가격지수

농산물 곡물,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농산물

육류 육류 축산물

수산물 신선수산동물 수산물

가공식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염건수산동물, 기타 수산동물 
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가공식품

외식 식사비 외식

<표 3-1> 농식품 수요체계 품목 구분 및 가격지수

이렇게 구축된 자료에 가구특성을 고려한 더미변수 및 추세변수를 추

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한 더미변수로는 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더미 및 가구 유형더미(근로자 가구), 분기별

더미(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연도단위 추세변수이다.

제 2 절 농산물 비용함수

농산물 비용함수 구축에는 기본적으로 권오상(2016)의 한국 농업의

1987년부터 2013년까지의 KLAM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부의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전

국단위, 품목별, 투입요소별 통크비스트(Törnqvist) 지수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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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품목 세 부 품 목

미  곡 미곡

맥  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잡곡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두  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등

서  류 감자, 고구마

과실류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감귤

<표 3-2> 산출물 분류

통크비스트 지수는 경제이론에 기반함으로써 생산기술에 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지 않고도 결합산출·투입물의 변화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

수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아울러 세부 항목들을 상위항목으로

집계하는 매우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크비스트 지수는 Diwert(1976)에 의하면 초월대수 형태의 생산함수의

기술특성과 일치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투입요소의 수량

및 가격지수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산출물인 농산물의 수량 지수는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통크비스트 지수는 세부항

목을 상위항목으로 집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지수를 구축하였다.

ln  


 

  






 


      

      
ln   


 (27)

이때 식 (27)의 는 가격, 는 수량, 는 하위 품목으로, 미곡, 맥류/

잡곡, 두류/서류, 과실류, 채소류, 기타(특용작물 등)을 나타낸다. 각 하위

품목은 다음 <표3-2>와 같은 세부품목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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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무, 배추, 양배추, 파, 생강, 양파, 마늘,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고추, 시금치, 당근, 딸기, 상추, 가지, 미나리, 우엉, 토란

기  타
(특용․전매․잠견․화훼)

특용작물(면화, 참깨, 들깨, 유채, 땅콩, 양송이), 전매작물(엽연초, 
인삼), 잠견, 화훼

주: 권오상(2016)으로부터 재가공하였음.

투입물 활용 자료

가족노동 농가경제조사,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고용노동 농가경제조사,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자본 농가경제조사,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토지 농업면적조사, 농림통계연보

비료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농약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기타중간투입물 농가경제조사, 농가구입가격지수

주: 권오상(2016)으로부터 정리하였음.

<표 3-3> 투입물별 활용 자료

또한 본 연구에서 비용함수 추정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표 3-3>와

같은 통계자료로부터 구축된 자료이다. 먼저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의 경

우 농가경제조사의 농업노동 투하량과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의 농촌임료

금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하였다. 자본의 경우 농가경제조사의 농가

자산항목에 기반하였고 이때 농가경제조사의 자본 스톡은 전체 농가에

대한 자료가 아닌 농가당 평균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의 전

국 농가수를 곱하여 자본스톡을 구축하였다. 토지의 경우 통계청의 농업

면적조사의 전국 경지면적 및 농림통계연보의 경지면적을 활용하였으며,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여 사용자 비용을 계측하였다. 비료의 경우 농림

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의 비료소비 항목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의 화학비료 판매가격을 활용하였고, 농약은 농림

축산식품통계연보의 농약출하 항목, 기타중간투입물은 농가경제조사의 농

업경영비 자료 및 농가구입가격지수를 활용하여 구축되었다.



- 32 -

이상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비용함수에 투입될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 자료를 통해 농산물 비용함수를 추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제 3 절 최저임금 임금함수

최저임금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대체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많은 수의 임금근로자를 표본

으로 지니고 있으며, 미등록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월급여와 근로시간이 자

가응답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므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황승진, 2016).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조사항모이 매우 구체적인 패널자료이나, 이 조사에 포함된 농업

관련 종사자는 현저히 적다.

임금구조조사는 전국 단위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

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경영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의 특성과 최저임금 근로자는 5인 미만의 소규모에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각 사업체의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통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가 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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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

년에 대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임금함수를 구축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2018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에 대비 16.4% 인상되어

기존보다 급격한 인상률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료를 포함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자료를 통해 구축한 임금함수로부터 도출하는 임

금탄력성은 다소 과소추정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

금 인상이 행해진 시기의 자료를 확충한 후 추가적인 분석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

집단을 구성해야한다. 이때, 근로자 집단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승진·황승

진(2016)에 기반하여 성별, 교육수준, 연령, 사업체 규모, 근속연수를 기

준으로 정의하되, 농업의 특성상 교육수준, 연령, 사업체 규모 등에 대한

분포가 타산업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 수준을 달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은 2개 범주로 구분하고, 교육수준은 4개 범주(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연령은 5개 범주(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사업체 규모는 3개 범주(1∼5인 사업체, 5∼30인 사업체, 30인 이

상 사업체), 근속연수는 4개 범주(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로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면, 총 2×4×5×3×4=

480개의 근로자 집단이 구성되며 10개년의 데이터에서는 총 4,800개의

관측치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집단에 대한 관측치

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사용된 관측치는 3,857개다.



- 34 -

(단위: 원, %)

구분 명목
최저임금

실질
최저임금

명목
인상률

실질
인상률

평균
시간당 
임금

평균
미만근로자

비중

평균
적용률

2008년 3,770 4,352 8.3 3.85 9,571 1.00 0.56

2009년 4,000 4,498 6.1 3.37 9,303 3.53 0.61

2010년 4,110 4,501 2.75 0.07 9,839 4.58 1.22

2011년 4,320 4,548 5.1 1.04 10,018 3.19 1.56

2012년 4,580 4,724 6.0 3.87 9,815 6.92 4.98

2013년 4,860 4,948 6.1 4.76 11,565 2.23 7.45

2014년 5,210 5,239 7.2 5.87 12,023 2.76 2.96

2015년 5,580 5,580 7.1 6.51 11,697 3.86 5.11

2016년 6,030 5,972 8.1 7.03 12,139 7.12 3.54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 3-4> 농업부문 고용노동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한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부문 고용노

동의 최저임금 현황을 다음 <표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각

연도별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08년 9,571원에서 2016년 12,139원까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미만근로자 비중6)은 2008년 1%에서 최저임

금이 인상됨에 따라 2016년 7.1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늘

어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균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8년

0.56% 가량에서 2016년에는 3.54%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래 <표 3-4>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아지면 평균 최저임금

적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평균 시간당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평균 미만근로자 비중은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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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률 함수

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고, 최저임금 적용률에 대한 임금함수

를 추정하여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도출한다.

제 4 절 균형대체모형

1. 생산요소 공급탄력성

생산요소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생산물 수요탄력성이

나 생산 요소 수요탄력성을 대한 선행연구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

이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농약, 농업용 비료 등에 대한 해당 산업

구조와 이윤함수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고용노동, 토지 등의 공급탄력성을 도출한 몇몇 국내 선행연구와 더

불어 OECD(2001)의 연구를 활용하여 생산요소 공급탄력성의 범위 및

분포를 설정하였다.

먼저, 노동의 경우, 많은 국내 연구들에서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으로

구분 하지 않은 채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암묵적으로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의 탄력성이 같다는 가정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Salhofer(1999)에 따르면 해외 선행연구들에서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의 포함여부에 따라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0.03에서

2.84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현실에서는 이 둘의 탄력성은 크게 다

를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 관련 연구에서 이를 무시한다면 결과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가이드에 기반하

여 가족노동의 공급탄력성을 하한이 0.1이고 상한이 1.0인 균등분포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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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의 공급탄력성에 대해서는 엄진영 외(2016)의 2014년

농림어업 임금함수 추정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엄진영 외(2016)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임금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때, 공급탄력성이

1.40으로 계측되었다. 이 연구에서 임금함수에 투입한 자료는 지역별 고

용조사자료로, 조사대상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

서 자가노동 및 무급가족노동이 제외되어 있으며, 농업부문 노동자는 대

체로 종사자 수가 5인 이상의 법인 및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노동 공급탄력성 추정치를 고용노동

에 대한 탄력성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선행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의 경우 김관수 외(2018)에서 계산한 토지 공급탄력성을 활용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동환 외(2006)의 농지임대차 시장 공급함수

를 바탕으로 토지서비스 시장의 공급은 농가와 비농가에 의해 공급된다

는 점을 고려해 공급탄력성을 0.3264을 중심으로 한 절단정규분포

(truncated nomal distribution) 가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

용하여 토지의 공급탄력성을 설정하였다.

한편, 노동이나 토지에 대한 탄력성과는 다르게, 자본, 비료, 농약, 기

타 중간투입물에 대한 공급탄력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OECD(2001)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Dryburgh and Doyle(1995)와 Salhofer(1997)의 연구 및 Trail(1979)의 연

구 등을 고려하여 이 생산 요소들에 대한 공급탄력성을 1에서부터 5의

범위내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하여 자본, 비료, 농약, 기타 중간투입물에 대

한 공급탄력성의 하한이 1, 상한이 3인 균등분포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생산요소 공급탄력성은 다음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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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추정치

 가족노동  ∼a

 고용노동 ∼ b

 자본  ∼a

 토지 ∼    c

 비료  ∼a

 농약  ∼a

 기타중간투입재  ∼a

주: 은 절단정규분포, ·은 정규분포, ·는 균등분포를 나타냄.
a : OECD(2001)
b : 엄진영 외(2016)
c : 안동환 외(2006; 김관수 외(2018)에서 재인용)

<표 3-5> 요소공급의 가격탄력성

2. 농가공급비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변동분 중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에 대한 준지대(quasi-rent)는 kinnucan et al(2001)에 따라

농가에 귀착되는 잉여로 계산된다. 따라서 후생분석을 위해서는 생산요

소별 농가의 공급비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의 경우, 그 정의에 따라 농가공급비중을

각각 100%과 0%로 설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토지의 경우 김

동준 외(2018)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농지임대차조사의 임차농지비율

(50.9%)을 이용하여 자가농지비율이 49.1%라는 점을 이용하여 농가공급

비중을 반영하였다.

비료, 농약, 기타중간재의 경우는 모두 농가의 내구재가 아닌 구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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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농가의 공급지중을 0%로 두었으며, 기계류는 내구재지만 이 역

시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스톡에 대한 생산자 잉여는 농가

에 귀착되지 아니하고, 자본의 공급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농

가공급비중을 0%로 두었다. 생산요소별 농가공급비중은 다음 <표 3-6>

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농가공급비중

가족 노동 고용 노동 자본 토지 비료 농약 기타
중간재

1.000 0.000 0.000 0.491a 0.000 0.000 0.000

a : 통계청 농지임대차조사(2015); (김동준 외, 2018에서 인용)

<표 3-6> 생산요소별 농가공급비중

위 <표 3-6>과 같이 정리한 생산요소별 농가공급비중은 SEDM을 활

용한 균형분석에는 활용되지 않으나, 후생분석에서는 농가가 생산요소를

자체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준지대를 고려할 수 있게 해주어, 보다 정

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3.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의 초기균형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통한 후생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

별 초기균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물 및 생산요소 시장

의 초기균형은 <표 3-7>과 같이 2015년 기준 가격지수 및 수량지수를

사용한다. 수량지수의 경우 권오상 외(2016) 및 김동준 외(2018)에서 구

축한 한국 농업의 KLAM자료 및 초기균형을 사용하였으며, 가격지수에

는 이상원(2018) 및 농업총생산액 자료,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수지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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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추정치

 2015년 농산물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25,103

 2015년 농산물 수량지수 1.04

 2015년 가족 노동 수량지수 1.002

 2015년 고용 노동 수량지수 0.956

 2015년 자본 수량지수 1.17

 2015년 토지 수량지수 0.97

 2015년 비료 수량지수 1.034

 2015년 농약 수량지수 0.941

 2015년 기타 중간투입물 수량지수 1.01

 2015년 가족 노동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2,379

 2015년 고용 노동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1,343

 2015년 자본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2,006

 2015년 토지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3,659

 2015년 비료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1,134

 2015년 농약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875

 2015년 기타 중간투입재 가격지수 (단위: 10억원) 1,303

<표 3-7> 확률적 균형대체모형 초기균형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시장의 경우 농업총생산액 자료를 활용하였고, 가

족노동과 고용노동의 경우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자본 시장의

경우, 권오상 외(2016)의 대농구 및 대식물의 자본스톡자료를 활용하였

다. 토지의 초기균형의 경우, 이상원(2018)에서 설정한 초기균형에서 농

업면적조사의 전국 논밭비율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비료, 농약, 기타

중간투입물의 초기균형에는 권오상 외(2016)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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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추정치 파라미터 추정치 파라미터 추정치


1.305***
(0.041) 

-0.29***
(0.017) 

-0.005***
(0.001)


0.327***
(0.016) 

-0.018***
(0.002) 

-0.004***
(0.001)


0.321***
(0.013) 

-0.014***
(0.004) 

-0.03***
(0.001)


0.79***
(0.025) 

-0.124***
(0.005) 

-0.01***
(0.000)

<표 4-1> 농식품 수요함수 LA-AIDS 모형 추정 결과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농식품 수요함수 추정결과

제 2장의 제 1절에서 제시한 추정방법 및 제 3장의 제 1절에서 제시

한 분석 자료를 통해 농식품 수요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추정에는 SAS

9.4를 활용하여 추정하였고, 제시한 식 (15)7)와 같은 비중방정식을

ITSUR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때, 농식품의 분류는 농산물(),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이며, 추정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는 번째 품목에 대한 일종의 상수항이며, 는 번째 품목의 

번째 품목의 가격지수 ln의 계수, 는 번째 품목의 지출액과 가격지

수의 변수인 ln 의 계수, 는 번째 품목의 가구특성변수인 

의 계수이다.

7)   


lnln



 





이때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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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0.008) 

-0.024***
(0.001) 

0.004***
(0.001)


-0.026***
(0.004) 

-0.022***
(0.002) 

-0.007***
(0.001)


-0.006*
(0.004) 

-0.011***
(0.002) 

-0.002***
(0.001)


0.054***
(0.005) 

-0.003*
(0.002) 

-0.002***
(0.000)


-0.058***
(0.011) 

-0.003***
(0.000) 

0.007***
(0.001)


0.02***
(0.006) 

-0.005***
(0.001) 

0.006**
(0.002)


0.008*
(0.004) 

-0.006***
(0.001) 

-0.059***
(0.003)


0.033***
(0.007) 

-0.027***
(0.002) 

0.003***
(0.001)


-0.035***

(0.01) 
-0.009***
(0.001) 

-0.003**
(0.001)


-0.003
(0.006) 

0.014***
(0.001) 

-0.009***
(0.001)


0.027***
(0.006) 

-0.004***
(0.001) 

0.011***
(0.001)


-0.026***
(0.008) 

0.01***
(0.001) 

-0.002***
(0.000)


0.176***
(0.015) 

0**
(0.000)   0.8559

주1: 함께 병기한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또한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위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식 (16)∼식(18)과 같이 각

품목의 가격 탄력성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품목에 대한 자기가

격 탄력성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확률적 균형

대체모형에 투입하는 추정치인 농산물 수요의 탄력성은 –0.662로 추정

되었으며, 이때 표준오차는 0.04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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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중 농산물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농산물 -0.662***
(0.046)

-0.087***  
(0.022)

-0.01  
(0.022)

0.509***  
(0.033)

-0.004  
(0.071)

육류 -0.236***  
(0.041)

-0.727***
(0.065)

0.108**
(0.049)

0.384***
(0.076)

-0.218*
(0.119)

수산물 -0.03  
(0.104)

0.321***
(0.125)

-1.048***
(0.162)

0.864***
(0.178)

-0.248
(0.241)

가공식품 0.235***  
(0.02)

0.12***
(0.025)

0.091***
(0.023)

-0.351***
(0.057)

-0.86***
(0.067)

외식 -0.209***  
(0.025)

-0.113***
(0.022)

-0.066***
(0.018)

-0.692***
(0.038)

-0.445***
(0.067)

지출탄력성 0.253***  
(0.027)

0.689***
(0.02)

0.141***
(0.04)

0.765***
(0.011)

1.526***
(0.015)

주1: 함께 병기한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또한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표 4-2> 농식품 수요탄력성 추정결과

따라서 농식품 수요탄력성 추정결과 중 농산물 수요탄력성 및 분포를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의 파라미터 로 반영하기로 한다.

제 2 절 농산물 비용함수 추정결과

농산물 비용함수 추정도 마찬가지로 제 2장 3절과 제3장 2절에서 제

시한 추정방법 및 분석 자료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에는 SAS 9.4를 활용하여 하였으며, 제시한 식 (21)8)과

같은 비중방정식을 ITSUR을 통해 추정하였다. 투입물 분류는 가족노동,

고용노동, 자본, 토지, 비료, 농약, 기타 중간투입물이며, 추정결과는 다음

8)   


lnln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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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추정치 파라미터 추정치 파라미터 추정치


0.329*** 
(0.014) 

-0.004**
(0.002) 

0.028***
(0.002)


0.166***
(0.021) 

0.001
(0.002) 

-0.009***
(0.002)


0.075**
(0.036) 

0.005 
(0.004) 

-0.005***
(0)


0.235***
(0.037) 

0.132***
(0.02) 

-0.003***
(0)


0.074***
(0.012) 

-0.104***
(0.01) 

0.009***
(0.001)


0.203***
(0.024) 

-0.006***
(0.002) 

-0.002***
(0.001)


0.067***
(0.006) 

-0.01***
(0.001) 

-0.00003
(0)


0.013***
(0.004) 

0.004**
(0.002) 

0.0002 
(0)


-0.013**
(0.006) 

0.218***
(0.011) 

-0.094***
(0.03)


-0.062***
(0.004) 

-0.007**
(0.003) 

-0.056**
(0.022)


-0.006***
(0.001) 

-0.026**
(0.002) 

0.384***
(0.101)


0.004**
(0.002) 

0.007 
(0.005) 

-0.268***
(0.054)


-0.004 
(0.004) 

0.023***
(0.002) 

0.018**
(0.009)


0.014**
(0.007) 

-0.0004 
(0.001) 

0.012***
(0.004)


-0.003 
(0.004) 

0.0004
(0.002)   0.8733


-0.025***
(0.005) 

0.004**
(0.002)

주1: 함께 병기한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또한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표 4-3> 농산물 비용함수 추정결과

<표 4-3>과 같다. 이때, 는 번째 투입물에 대한 일종의 상수항이며,

는 번째 투입물에 대한 번째 투입물 가격변수인 ln의 계수, 는

번째 투입물에 대한 연도변수인 의 계수,  번째 투입물에 대한 생

산물 변수 ln의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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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중

가족
노동

고용
노동 자본 토지 비료 농약 기타

투입물

가족
노동

-0.24*** 
(0.06)

0.181*** 
(0.036)

0.132**
(0.056)

-0.102** 
(0.041)

-0.033** 
(0.013)

0.079*** 
(0.018)

-0.016 
(0.035)

고용
노동

0.352*** 
(0.07)

-0.685*** 
(0.128)

0.191** 
(0.083)

0.024 
(0.097)

-0.042 
(0.034)

0.047 
(0.041)

0.114 
(0.072)

자본 0.053** 
(0.022)

0.039** 
(0.017)

-0.226*** 
(0.076)

0.095** 
(0.041)

0.002 
(0.007)

-0.003 
(0.004)

0.04*** 
(0.008)

토지 -0.021** 
(0.008)

0.002 
(0.01)

0.048** 
(0.021)

-0.064*** 
(0.022)

0.013** 
(0.006)

-0.016*** 
(0.005)

0.038*** 
(0.009)

비료 -0.13** 
(0.051)

-0.084 
(0.068)

0.024 
(0.068)

0.241** 
(0.122)

-0.113* 
(0.067)

0.019 
(0.043)

0.042 
(0.065)

농약 0.225*** 
(0.053)

0.069 
(0.06)

-0.024 
(0.029)

-0.233*** 
(0.068)

0.014 
(0.032)

-0.188*** 
(0.047)

-0.215*** 
(0.066)

기타
투입물

-0.068 
(0.145)

0.247 
(0.156)

0.424*** 
(0.081)

0.789*** 
(0.193)

0.046 
(0.07)

-0.315*** 
(0.097)

-1.123*** 
(0.208)

주1: 함께 병기한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함. 또한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표 4-4> 요소수요의 가격 탄력성 추정결과

위의 추정 결과를 통해 앞서 제시한 식 (22)와 같이 각 생산요소의

가격 탄력성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4-4>과 같다. 각 품목에 대한 자

기가격 탄력성은 순서대로 –0.24, -0.685, -0.226, -0.064, -0.113, -0.188,

-1.123으로 7가지 생산요소의 자기가격 수요탄력성이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추정치들의 표준오차도 아래 <표

4-4>에 함께 병기하였다.

농산물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들이 위의 <표 4-4>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추정됨에 따라, 이들의 추정치와 분포를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의 
로

활용한다.

한편, 균형대체모형에서는 투입요소간 대체관계에 따라 결과치가 영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투입되는 생산요소들의 대체관계를 충분히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균형대체모형에는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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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족
노동

고용
노동 자본 토지 비료 농약 기타

투입물

가족
노동 - 3.449*** 

(0.69)
0.516** 
(0.218)

-0.202** 
(0.082)

-1.271** 
(0.496)

2.208*** 
(0.517)

-0.665 
(1.423)

고용
노동 - 0.746** 

(0.324)
0.047 
(0.192)

-1.611 
(1.295)

1.318 
(1.14)

4.71 
(2.977)

자본 - 0.189** 
(0.081)

0.095 
(0.266)

-0.093 
(0.113)

1.659*** 
(0.317)

토지 - 0.479** 
(0.241)

-0.462*** 
(0.134)

1.566*** 
(0.384)

비료 - 0.547 
(1.217)

1.753 
(2.662)

농약 - -8.854*** 
(2.721)

기타
투입물 -

<표 4-5> Allen 대체탄력성

는 않지만, 균형대체모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을 도출하였다. 추정한 생산요소 수요탄력성과 요

소의 비중비중을 통해 Allen 대체탄력성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9).

어떤 두 재화의 Allen의 대체탄력성이 양수(>0)로 도출되었다면 대체

관계, 음수(<0)라면 보완재 관계를 의미한다.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노동의 경우 고용노동, 농약과 대체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료와는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의 경우에

는 가족노동의 경우와 타 생산요소와 대체관계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9) Allen 대체탄력성은 Chambers(1988)에 따라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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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금변화율 적용근로자 비중

적용근로자비중 0.296***
(0.0678) -

2009년 -0.039*
(0.0237) -

2010년 -0.015
(0.0233) -

2011년 -0.004
(0.0231) -

2012년 -0.045**
(0.0229) -

2013년 0.082***
(0.0232) -

2014년 -0.009
(0.0231) -

2015년 -0.056**
(0.0230) -

2016년 -0.015
(0.0229) -

상수항 -0.001
(0.0244) -

실질최저임금인상률 - 0.878***
(0.009)

평균 시간당 임금 - 0.081
(0.055)

<표 4-6>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함수 추정결과

제 3 절 최저임금 임금함수 추정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최저임금 적용근로자비중 함수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으

며, 추정결과 실질최저임금 인상률이 1% 증가하면 적용근로자 비중은

0.8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함수 추정결과 적용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전체임금 변화율은 0.2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실질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전체임금은 약 0.260% 증가하

게 된다. 즉, 앞서 제시한 식(26)과 같이 계산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임금

탄력성은 약 0.2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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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함께 병기한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의미함. 또한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주2: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값이 56.956으로, 유의수준 1%내에
서 고정효과 모형이 지지되었음.

농업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계측한 연구인 유찬희 외(2018)

와 비교해보면,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전체임금은 3.77% 증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동 기간에 실질최저임금은 20.487% 증가하였으므로 유찬희 외

(2018)의 계산결과를 임금탄력성으로 환산해보면, 약 0.184 수준이다. 이

는 유찬희 외(2018)에서 사용한 방법은 오로지 2016년 최저임금 미만 지

금 농가에게만 충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임금효과만 포괄했다는 점, 해당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3.77%(임금탄력성으로는 0.184)라는 수치가 전체임금 상승분의 하한

(lower bound)일 것이라는 점, 본 연구에서 추정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

상의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체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계측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영민·강은영(2015)의 연

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이 0.179 ∼ 0.219로 추정하였으며, 황승

진(2016)의 연구에서는 실질최저임금의 임금 탄력성이 0.078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타 산업부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농업부문의 임금탄력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황승진(2016)에 의하면 실질최저임금

에 대한 임금탄력성은 저학력자일수록, 고령층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

을수록, 근속년수가 짧을수록, 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농업의 특성

상 타산업보다 저학력자,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작기 때

문에 타산업보다 임금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탄력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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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추정치

 실질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 0.260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2015년 대비 2018년 임금 상승률(%) 7.5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2015년 대비 2019년 임금 상승률(%) 10.10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2015년 대비 2020년 임금 상승률(%) 15.97

<표 4-7> 외생적 충격 파라미터 계산 결과

해서 다음과 같이 외생적 충격에 대한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2015년 대비 2018년 임금 상승률은 7.53%, 2019년은

10.10%, 2020년은 15.97%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균형대체모형을 활용

한 분석시 이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제 4 절 균형변화 분석결과

제 1절의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 제 2절의 생산요소의 가격탄력

성, 제 3절의 충격 파라미터를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에 반영하고, 내생변

수인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가격 변화율과 수량변화율, 그리고

판매액 및 투입액의 변화율과 변화액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4-8>

과 같다. <표 4-8>의 괄호 안의 값은 유의수준 95%에서 계산한 신뢰구

간이며, 앞서 제시한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의 추정방법에 따라 몬테카를

로 기법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최종재 시장인 농산물 시장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 거래량은 0.143% 가량 감소하고, 가격은 0.216% 증가하며, 시장

규모는 0.073% 증가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비탄적력적인 수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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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억 원)

변수 수량변화율
(%)

가격변화율
(%)

판매액 및 
투입액 변화율

(%)
시장 변화액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

균형변화
 

(7,530원)

농산물 -0.143
(-0.208,  -0.078)

0.216
(0.118, 0.313)

0.073
(0.032, 0.114)

18.954
(8.252, 29.655)

가족노동 0.595
(0.233, 0.958)

1.191
(-0.098, 2.48)

1.793
(0.475, 3.112)

42.574
(11.273, 73.874)

고용노동 -3.257
(-4.24, -2.273)

5.204
(4.501, 5.906)

1.777
(0.061, 3.494)

22.828
(0.779, 44.877)

자본 0.07
(-0.093, 0.233)

0.047
(-0.047, 0.141)

0.117
(-0.135, 0.369)

2.748
(-3.175, 8.67)

토지 -0.146
(-0.234, -0.058)

-0.384
(-0.617, -0.152)

-0.53
(-0.85, -0.21)

-18.807
(-30.154, -7.461)

<표 4-8>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균형변화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노동 임금에 대한 충격으로 인하여 농산물시

장의 공급곡선이 상향이동하고,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이 0.216% 가량 상

승하지만, 농산물의 균형 거래량은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그보다는

적은 변동폭인 –0.143%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의 규모

는 커지게 된다.

농산물 시장의 변화는 2020년이 되면, 거래량의 변화율은 –0.303%,

가격 변화율은 0.457%, 판매액 변화율은 0.153%가 된다. 이는 2020년 최

저임금이 적용될 시 2015년 대비전체 임금의 상승률이 13.93% 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최종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노동의 경우 다른 투입재인 가족노동과 농

약, 기타투입물 등과 대체관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

시장에는 큰 충격이 가해졌으나 농산물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부분의 시장 반응이 농산물 시

장보다는 생산요소시장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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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0.767
(-1.5, -0.034)

-0.511
(-1.007, -0.016)

-1.274
(-2.432, -0.116)

-14.934
(-28.507, -1.361)

농약 0.454
(-0.233, 1.142)

0.303
(-0.121, 0.727)

0.759
(-0.323, 1.84)

6.247
(-2.657, 15.151)

기타중간
투입물

0.377
(-0.723, 1.477)

0.251
(-0.341, 0.844)

0.629
(-1.04, 2.298)

8.282
(-13.687, 30.25)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

균형변화
 

(8,350원)

농산물 -0.192
(-0.278,  -0.105)

0.289
(0.159, 0.42)

0.097
(0.041, 0.153)

25.386
(10.787, 39.984)

가족노동 0.799
(0.325, 1.272)

1.597
(-0.138, 3.333)

2.409
(0.63, 4.188)

57.181
(14.944, 99.418)

고용노동 -4.368
(-5.69, -3.047)

6.98
(6.036, 7.924)

2.307
(-0.014, 4.627)

29.623
(-0.183, 59.429)

자본 0.094
(-0.125, 0.313)

0.063
(-0.062, 0.187)

0.157
(-0.18, 0.494)

3.686
(-4.233, 11.605)

토지 -0.196
(-0.314, -0.078)

-0.516
(-0.826, -0.205)

-0.71
(-1.137, -0.284)

-25.217
(-40.362, -10.073)

비료 -1.028
(-2.025, -0.032)

-0.686
(-1.365, -0.007)

-1.707
(-3.286, -0.128)

-20.01
(-38.514, -1.506)

농약 0.61
(-0.297, 1.517)

0.406
(-0.157, 0.97)

1.019
(-0.414, 2.451)

8.384
(-3.406, 20.175)

기타중간
투입물

0.506
(-0.95, 1.961)

0.337
(-0.439, 1.113)

0.844
(-1.359, 3.048)

11.114
(-17.888, 40.116)

2020년
최저임금
적용시

균형변화

(10,000원)

농산물 -0.303
(-0.437,  -0.168)

0.457
(0.254, 0.661)

0.153
(0.067, 0.239)

40.007
(17.558, 62.456)

가족노동 1.263
(0.501, 2.025)

2.526
(-0.217, 5.268)

3.82
(0.999, 6.642)

90.692
(23.72, 157.665)

고용노동 -6.907
(-8.982, -4.833)

11.036
(9.555, 12.518)

3.367
(-0.325, 7.059)

43.241
(-4.179, 90.661)

자본 0.149
(-0.202, 0.5)

0.099
(-0.104, 0.302)

0.248
(-0.296, 0.793)

5.829
(-6.952, 18.611)

토지 -0.31
(-0.5, -0.12)

-0.815
(-1.315, -0.316)

-1.122
(-1.808, -0.437)

-39.84
(-64.178, -15.502)

비료 -1.626
(-3.198, -0.054)

-1.084
(-2.128, -0.04)

-2.693
(-5.145, -0.24)

-31.563
(-60.312, -2.815)

농약 0.964
(-0.488, 2.416)

0.643
(-0.249, 1.535)

1.613
(-0.679, 3.905)

13.276
(-5.59, 32.141)

기타중간
투입물

0.799
(-1.501, 3.1)

0.533
(-0.722, 1.788)

1.337
(-2.181, 4.854)

17.594
(-28.704, 63.891)

주 : 각 추정치 하단 괄호안의 수치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생산요소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2018



- 51 -

년에는 가족노동의 수량 및 가격 변화율이 각각 0.595%, 1.191%로 증가

하고, 총 시장규모는 1.793% 만큼 증가한다. 고용노동의 경우 균형 노동

량이 3.257% 감소, 균형 임금이 5.204%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장

의 규모는 1.77% 증가한다. 동 기간의 농산물 시장의 변화율을 고려한다

면 노동시장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

노동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이며, 가족노동과의 대체관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인 생산요소시장들의 변화율을 살펴볼 경우에도, 판매액

및 투입액 변화율의 크기가 농산물 시장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종생산물인 농산물 시장보다는, 생산요소시장

들에서 대부분의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

금에 대한 후속대책을 수립할 시에는 각 시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소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본 시장과 농약시장, 기타 중간 투입물 시장의 경우는 기준점에

서 평가할 때는 모두 양(+)의 변화를 보이지만, 확률적 균형대체모형 구

축을 통해 알 수 있는 신뢰구간에 의하면, 부호가 확정적이지 않다. 이는

일반적인 균형대체모형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정보로, 확률적 균형대체

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균형대체모형의 투입파라

미터에 대한 확정성 가정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반영할 시 보다 더 정

확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제 5 절 후생변화 분석결과

제 4절의 요소시장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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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억 원)

구분 변수

잉여변동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농가 ∆
-59.726

(-92.55,  -27.151)
-79.632

(-123.646,-36.06)
-124.18

(-194.461,  -55.007)

가족노동 ∆ - - -

고용노동 ∆
-29.381

(-38.064, -20.609)
-39.186

(-50.697,-27.515)
-61.156

(-78.665, -43.252)

자본 ∆
1.099

(-1.107, 3.309)
1.474

(-1.449,4.404)
2.332

(-2.436, 7.116)

토지 ∆
-6.939

(-11.126, -2.748)
-9.305

(-14.895,-3.708)
-14.705

(-23.693, -5.699)

<표 4-9>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농업 생산 부문 잉여변화

부분의 반응이 생산요소시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요소 시장의 후생변화 또한 그 크기

가 커지게 된다. 이는 각 생산주체들의 후생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생산주체들의 후생변화는 앞서 제 2장에서 제시한 후생 계산방

법을 통해 <표 4-9>와 같이 도출되었다.

먼저 총 잉여변화분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951억 원에서

1,979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때 각 신뢰구간의 끝 값

까지 고려한다면, 잉여변화분은 약 946억 원에서 –2,000억 원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농업부문 통계치들과 비

교해보면, 2015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48조 4,709억 원 가량이므로, 총 잉

여변동분은 농업생산액의 약 0.4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즉, 최저임금

이 인상되면 발생되는 총 잉여감소분의 규모는 농업생산액의 약 0.413%

가량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업생산액의 성장률이 최근 10년 평균

1.3%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로 사료된다. 따라

서 농업부문에 대한 최저임금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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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
-5.971

(-11.715, -0.183)
-7.998

(-15.84,-0.076)
-12.608

(-24.554, -0.471)

농약 ∆
2.5

(-0.994, 6.019)
3.356

(-1.294,8.049)
5.317

(-2.048, 12.788)

기타 ∆
3.313

(-4.47, 11.183)
4.447

(-5.75,14.793)
7.042

(-9.429, 23.893)

총 
잉여변동분 ∆ -95.104

(-95.579, -94.628)
-126.842

(-127.699,-125.986)
-197.959

(-200.086, -195.832)

주 : 각 추정치 하단 괄호안의 수치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다음으로, 농가의 잉여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잉여변동

분이 –597억 원, 2019년에는 –796억 원, 2020년에는 –1,241억 원 가량

으로 추정되었다. 각 년도의 신뢰구간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됨

에 따라 농가의 잉여변동분은 –200억 원 가량에서 –1,944억 원 가량까

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농가의 잉여 변동분에는 각 생산요

소를 자체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귀착되는 준지대가 포함되어 있다10). 농

가 잉여변동분이 총 후생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7% 가량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을 고려할 경우 최대 97.2%까지 증가

한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농업 생산 부문 피해의 대부분(62.7%)은

농가에게 흡수된다.

또한 이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2020년 농가의 잉여변동분과 농업관

련 통계치들과 비교해보면 다음 <표 4-10>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저 2015년 기준 농업소득과 비교해보면, 잉여변동분의 규모가 농업생산

액대비 최대 1.59%에서 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농업소

득 자료는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였다. 농가경제잉여11)와 비교해보면,

10) 가족노동의 경우, 농가의 공급비중이 1.000이므로, 가족노동의 잉여변동분은 모두 농

가에게 귀착되었다.

11) 농가경제잉여는 농가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농가경제잉여 = 농가소득 - 가계지출(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농가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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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억 원, %)

구분 농가 
잉여변동분

농가 
잉여변동분 하한

농가 
잉여변동분 상한

통계치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업소득 9988.0 -124.18 1.24 -55.007 0.55 -194.461 1.95

농가경제
잉여 5858.3 -124.18 2.12 -55.007 0.94 -194.461 3.32

 노무비 1284.3 -124.18 9.67 -55.007 4.28 -194.461 15.14

<표 4-10> 농가 잉여변동분 비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잉여감소분의 규모는 농가경제잉여 대비

약 최대 3.32%에서 최소 2.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농가경제잉여분은

농가의 흑자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추정한 농가의

잉여감소분은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노무비와 비교해 볼 경우에도

농가잉여변동분의 규모는 노무비의 최대 15.14%에서 최소 9.67%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간접적으로

농가 경영은 악화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잉여감소분이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농가에 대한

후속대책은 타 생산요소에 비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시 <표 4-9>로 돌아가 고용노동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잉여변동

분은 2018년에는 –293억 원 가량에서, 2020년에는 611억 원까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을 고려할 경우 고용노동 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은 206억 원에서 786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

장의 잉여변동분은 농가를 제외한 다른 요소시장에 비해 비교적 크다.

이는 고용시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으로, 최

저임금이 인상되면 시장 왜곡이 다른 시장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 55 -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자본시장과 농약시장, 그리고 기타 중간투입재 시장은 신뢰

구간을 고려할 경우 잉여변동분의 부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일반적인 균형대체모형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정보로,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적용의 적절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잉여변

동분의 부호가 신뢰구간 각 끝점에서 상이하게 추정되는 것에는 기본적

으로 기준점에서의 잉여변동분이 작다는 것과 투입한 파라미터에 설정한

분포의 폭이 넓다는 것이 동시에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부 파라미터의 기준 값과 범위를 가정하였으며, 이러

한 가정이 완화될 경우 잉여변동분의 결과치의 폭도 감소하여, 이 시장

들의 잉여변화를 보다 명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요소시장의 공급탄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종합해보면, 앞서 제 4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충격이 가해지면 농산물(최종재)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생산요소 시장에서 크게 반응한다. 그리고 제 5절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에 따라 요소시장 각 생산주체의 잉여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농업부문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여러 생산주체 중 농가의 잉여감소분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시 농가에

대한 후속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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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이나 산업부문에 따라 차

등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

한 각 산업부문의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렵다. 특히 농업 생산 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사업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타 산업부문과 동

일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더라도, 그 여파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부문 후속대책 수립은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농업 생산 부문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괄하여

추정하였고, 가족노동의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농가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생산자의 투입요소 대체행동이 고려되었고, 투입 파리미터

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생산주체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연구에 있어서 잉여변화분을 과

대 추계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의 중심이 되는 방법론은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이었으며, 이 모형

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함수, 비용함수, 임금함수를 추정하였고, 요소공급

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였다. 그 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

된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 부문에 대한 균형분석 및

후생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요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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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농산물 시장

의 변화는 2015년 대비 균형 거래량은 0.303% 가량 감소하며, 균형 가격

은 0.457% 가량 상승하여 총 시장규모는 0.153% 증가한다. 이는 생산요

소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은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시 시장의 반응은 많은 부분이 생

산요소시장에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산요소시장의 총잉여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에 총잉여

가 최소 1,950억 원가량에서 최대 2,000억원 가량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 성장률을 고려할 시 상당

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 생산 부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한 후속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농가의 잉여변동분은 2020년 최저임금 적용시 -550억 원에

서 –1,944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2015년 농가경제잉여 대

비 2.12%에서 3.32% 가량의 규모이며, 노무비 대비 4.28%에서 15.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농가의 잉여감소분은 농가수지를 악화시키고

농가의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농가의 잉여변동

분은 총 잉여변동분의 62.7% 가량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신뢰구간을 고

려할 경우 최대 97.2% 가량까지 증가할 수 있다. 즉, 요소시장 충격의

대부분은 농가가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최저

임금 후속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시장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적용시 잉여감소분이 432억

원에서 786억원 가량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노동자의 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노동자의 총 잉여 또한 감소한다. 이는 시장 왜곡으로 인

해 고용시장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생산요소시장에서는 토지시장의 잉여가 감소하고, 자본시장, 비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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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시장, 기타중간투입물 시장의 잉여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생산부문 균형분석 및 후생

분석을 진행하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농업부문에는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차후 농업부문 최저임

금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활용 가능하고, 구

체적인 후속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하였지만 데이터

의 부족으로 인해 다소 과소추정 여지가 있다는 점, 일부의 생산요소 공

급탄력성의 선행연구가 다소 부족하여 생산요소시장의 잉여변동분에 대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 분석결과가 소비자의 소득변

화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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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apid increase of minimum wage due to the core policy

of income-led growth,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ubstantial

impact in various social sectors. With it being expected to greatly

influence the agricultural sector, the research thus far related to

agricultural sector minimum wage is very low in number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the recent research relat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minimum wage, the wage effect of minimum wage was

estimated, but its meaning is limited as it only encompasses the

direct effect of minimum wage. Therefore, the requir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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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lated to agricultural sector minimum wage has increased.

Hence, this research constructed the agricultural sector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minimum

wage on agricultural production sector welfare. In order to construct

the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the agricultural food

demand function, agricultural product cost function and wage function

was estimated and in the case of some production factor supply

elasticity, the research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were used.

Based on the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constructed

through such method, the equilibrium analysis was conducted and

welfar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equilibrium analysis results.

First, having conducted the analysis regarding equilibrium change

where minimum wage influences agricultural production sector, If the

minimum wage is increased, the equilibrium quantity of the family

labor market increases and the equilibrium quantity of the

employment, land and fertilizer market decreases. Furthermore, the

equilibrium wage of the family labor and employment market increase

and the equilibrium price of land and fertilizer decreases. To add, in

the end, equilibrium quantity decrease and equilibrium price increase

occurred in th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Finally, if the minimum

wage is increased, most of the market response occurs in the

production factor market rather than th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As a result of the welfare analysis, if the minimum wage is

increased to 10,000 won per hour, the total surplus of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ector is reduced from about 195.8 billion won to 200

billion won. In the case of segmentation by economic uni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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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lus of farmers decreased by 124 billion won, the surplus of the

employment market decreased by 61.1 billion won, the surplus of

capital market increased by 2.3 billion won, the land market decreased

by 14.7 billion won, the fertilizer market increased by 5.3 billion won,

and the other intermediate inputs market increased by 7 billion won.

In particular, the portion of farmers in the total surplus differential

is about 62.7% and considering the confidence interval, it is a

maximum of 97.2%. In other words, if the minimum wage is

increased, most of damage is absorbed by the farmers. Here, the

scale of surplus differentials of the farmers reached 2.12% compared

to total farm economic surplus and 9.67% compared to total labor

costs. This is 3.32% of the maximum farm surplus and 15.14% of the

labor cost if the confidence interval is considered.

Therefore, in sum, if the minimum wage is increased, most market

response occurs in production factor markets rather than agricultural

product market and here, most of the surplus differentials are

absorbed into the farmers. Therefore, follow-up measures of

agricultural sector regarding minimum wage increase is urgent and it

is assessed that support for farmers must take place first when

establishing the follow up measures.

keywords : Minimum Wage,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Wage Function, Welfa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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