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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정부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20여 년간 많은 정책자금을 농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농업 구조조정, 농가소득 증진 등을 위해 투자

해 왔다. 그러한 투자로 인해 농가구조, 영농형태, 소득구조 등은 많

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개별농가가 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소득이전효과가 큰 정책들

이 생겨났다. 다양한 개별농가들(농업 경영체)이 정책대상으로 부각

되면서 정부정책도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농업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각 국가가 처한

현실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소비자나 납세자 측면보다는 생산자

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의 목적이 강하다 여겨진다. 생산자를 위한 정부정책이 정

책목적에 맞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되는 농가가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농가들의 반응을 면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농가들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효과적·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

다. 경영환경, 생산품목 등이 다양한 개별농가는 정부의 정책을 자

신의 경영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농가가 정부정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이후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보다 올바른

정책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1논문에서는 농업정책

이 연구자들의 정책연구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지난 10

여 년간의 농업정책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그동안 설문조사나 빈도분석에 의한 동향조사 방법을 정량

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화 하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의 분포가 전반기와 후반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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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났다. 역대 각 정부마다 집중하는 정책분야가 다르므로 정

책연구도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정

권이 교체된 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반

기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 연구의 중심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고령화, 양극

화, 소득문제, 직불제에 대한 연구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전

히 정책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문제해결이 중요하기는

하나 최근에는 소득 양극화문제와 직접지불제, 소비자 측면에서 농

업문제를 바라보는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변화는 한국의 농업여건, 농업정책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전반기(2007년~2011년)에는 한·EU FTA,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

인 자유무역협정의 시작과 발효 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대책, 분야

별 영향파악 등의 문제가 농업문제에 닥친 가장 큰 이슈였다. 후반

기(2012년~2016년)에는 친환경농업 및 각종 관련제도, 직불금, 양극

화, 소비자 측면의 연구 등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물

다양성,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등의 연구도 생겨나고 있었다.

제2논문에서는 앞선 분석에서 최근 정책적인 중요도가 높아진 직

불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러 가지 직불제 중 중요도가 높은

쌀 직불제도를 다루었다. 농업정책을 매개로한 농가와 정부 간에 순

차게임 모형과 기대소득 극대화 모형을 도입하여 부분게임완전균형

상태를 검토한 뒤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를 총량자료

로 분석 하였다. 정부와 농가 간 순차게임 모형을 통해 일종의 정책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생산연계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쌀 정책의

시간 일관성 문제(time consistency problem)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

고 수정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필

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제3논문에서는 제2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쌀 생산연계효과를 보다 면밀히 실증분석 하였다. 생산자의 기대형

성이 단순기대가설, 적응적 기대가설, 합리적 기대가설을 따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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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에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고 분석 자료도 개별농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모형을 기대효용 극대화로 설정하여

개별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변동직불

제로 인한 시장가격 분산 안정화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변동직불금만 생산왜곡이 존재한다는 제2논문의 결과와는 다르

게 고정직불금에서도 부의 자산효과로 인해 생산왜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논문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직불금 인상

이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예산부담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20ha이상의 대규모 쌀 농가는 변동직불금 만

큼의 생산왜곡이 고정직불금에서도 발생하므로 고정직불금 지급상

한은 20ha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생산왜

곡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위해 제2논문과 연관 지어

결과를 재해석한 부분을 부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가 규모에 따라 생산연계의 정도가 다르므로 정책부작용(생산왜

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쌀 농업정책을 메뉴형식과 같이 세밀히

구축하여 농가가 자신의 경영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화 되어있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산정방

식을 규칙대로 지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쌀 농업정책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한국에서 특히 중

요도가 높은 쌀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도의 중요도가 다른 정책들

에 비해 최근 높아졌다는 점과 쌀 직불제도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

는 생산연계효과의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비록 자료나 분석모

형의 한계 등으로 농업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

기에는 부족하지만, 현행의 쌀 직불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원

인,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쌀 직불금과 관련된 연구에서 개별농가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국내에서는 드물다는 것과 부작용의 발생 원인을 이론모형을 통해

점검했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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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향후 쌀 정책개선, 정책연구의 활성

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쌀 고정직불제도, 쌀 변동직불제도, 생산연계, 안정화 효과,

부의 자산효과, 순차게임, 부분게임완전균형, 연구동향, 키워

드 네트워크

학번: 2012-3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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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논문] 농업정책의 연구동향 분석

1. 서론

농업경제학은 일반경제학의 특수분과 또는 응용과학의 일부분으

로써(주봉규 외, 2003), 농업이라는 특정분야의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전통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풀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식품, 자원·환경, 에너

지 등의 분야로 연구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된 한국경

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농업부문의 상대적 비중 축소(유영봉,

2002),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업개방과 경제위기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자리한다. 이러한 외부적 여건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고자 학술단체나 대학의 학과 명칭이 변하였고, 연구범위

의 변화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성격도 어느 정도 달라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권오상 외, 2010). 급속도로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정부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경제학의 이러한 다각화된

외연확대는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농업경제 분야는 일반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효과성, 균형

등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

의 농업부문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

었는지, 공적자본의 분배는 균형적이었는지 등은 농업의 특수성과

맞물려 농업경제 연구가 정책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환

경,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으로의 확대는 정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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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가 정책선택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진 학문분야로써 농업경제학은 합리적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이론과 계량적 방법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 및 연구방법의 개발과 응용의 결과물이 연구논문에 드러난다.

물론 어떠한 정책을 정부가 선택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를 시행

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은 보통 연구논문으로 재생산된다. 따라서

농업경제 관련 학술지에 등록된 논문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한편, 하나의 학문으로서 농업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연

구주제나 연구영역을 분석해 보는 것은 농업경제학의 학문적 발전

수준이나 특성, 농산업 현장에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는지 등을 파악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학문적으로는 농업경제학의 정체성

정립에 필요한 학문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관련 정책당

국에게는 제도 개선책이나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

에게는 학문적 흐름과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경제 분

야의 학문적 경향파악은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의 농업경제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어왔

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는 모두 연구대상, 연구분야 등의 기준을

설정1)하여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였다(봉명근, 1983; 한국농업

경제학회, 2009; 권오상·최지현·조용성·강혜정, 2010; 김동훈·허장,

1) 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내용분석이란 

질적 자료인 음성이나 문자 형식의 텍스트 자료의 특성을 객관적·체계적·계량적으로 분

석 및 기술하는 분석방법으로써(Holsti, 1969) 연구분야의 특정한 현상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데에 목적을 둔다(Downe-Wanmboldt, 1992). 내용분석의 분석 자료로 

주로 논문이나 보고서, 책 등과 같은 텍스트 형식의 자료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Kondracki & Well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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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연구주제와 영역 그리고 연구

중점에 관한 거시적 분석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의로 만들어진

범주에 의존적이며,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 할 여지가 많아 외적

타당성면에서 제한적이다(Danowski, 1993; 김태중, 2016).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많은 분야에서 활용2)되고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방법을 도입

하고자 한다.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사회 연결

망 분석이 농업분야에 적용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농촌지역혁신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을 분석한 김정섭·송미령(2007)의 연구와 농

산물 물류센터의 입지특성을 사회 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국승용(2007)의 연구, 지역별 자원순환 농업 구조를 비교분석한 이

문호 외(2013)의 연구, 시장개방(WTO출범 전후, 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무역의 중심성과 무역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한보현·안병일

(2016)의 연구 등이 있다. 이렇듯 농업분야에도 많지는 않으나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흐름 및 농업경제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

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용한 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차

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농업경제 관련 연구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정부정책도입과 무관

하지 않은지 살펴볼 것이다.

2) 사회연결망 분석법을 이용하여 연구동향, 지식구조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여러 학문분야

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영학(김용학 외, 2008; 김재욱 외, 2008; 임병학, 

2011; 고재창 외, 2013; 김동래 외, 2015), 행정학(최영출 외, 2011; 최충익 외, 2012; 

박치성, 2010), 무역(강동준 외, 2015; 김택원 외, 2016; 양근우, 2017), 교육(현영섭 

외, 2012; 박지영 외, 2016) 등을 비롯하여 언론학, 관광, 스포츠 분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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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이 절에서는 분석방법 및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 경제사회학 이

론의 방법론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이 사회현상의 설

명을 어떤 관점으로 풀어 나가는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학적인 관점과는 다른 시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대립된 인간관이 있다(김용학,

2004).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합리적 인간관”을

대전제로 모든 사회경제적 현상을 설명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행위가 우리사회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학에서는 “규범적 인간관”을 전제로 사회현상을 설명한

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수행자이며, 사회화를 통해 습득한 문화와 가치대로 행동한다는

관점이다(Eliade, Ritzer, 2000). 사회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이 인간행위

에 대해 내리는 가정, 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자의 실제

행위가 완전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는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하거나

혹은 판단과 선택에 체계적인 편차(systematic bias)를 보인다고 주

장한다(Tversky and Kahneman, 1981). 또는 인간행위가 충동적인

자아(Thaler, 1994), 의지의 박약함(Elster, 1979)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에 나타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사회연결망 이론은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인간행위에 대한 관점을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relationship)로 구체화하여 표현한 하나의

기술적 방법론이다. 사회연결망 이론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

은 소위 “관계적 인간관(relational concept of man)”인데(김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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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는, 사회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에 속한 인간, 단

체, 넓게는 국가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연결망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자신이 속한 관계망의 형태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경

제학을 포함한 일반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속성형(attribute) 변수3) 대신에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을 이용해 사회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이 색다

르다 할 수 있다.

관계에 근거한 설명모델을 함수형태로 표시하면 식(1)과 같다.

(1)       ≠ 

여기서 는 설명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변수(피설명변수)이고, 는

속성형 변수벡터, 와 는 분석의 단위가 되는 이질적인 개인, 기업,

단체, 국가 등이다. 그리고 이 이론이 주목하는 은 와 의 관계적

속성을 의미한다. 속성변수들 만으로는 를 설명함에 있어 완전하

지 않으며 검증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Burt, 1982., Emirbayer

and Goodwin, 1994) 예컨대 농가의 소득()과 설명변수들 간의 관

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개별농가( , )의 나이,

교육수준, 영농경력, 재배면적 등의 속성형 변수 이외에, 이들 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적 속성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증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relationship)를 분석하

는 방법론을 정책의 근간인 학문 분야에 적용해보고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연구논문의 키워드 즉, 텍스트(text)에서 출현하는 단

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현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

3)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지출액, 부채, 자산 등등은 속성형 자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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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현상을 해석(Popping, 2000) 하고자 한다. 이는 언어와 지식

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Sowa, 1980).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주제 및 논리가

하나의 언어로써 연구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key word)에 함축

적으로 나타나므로 핵심키워드를 추출하여 이 단어들의 관계를 분

석함으로써 그 분야의 연구 및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3. 분석자료 및 방법

연결망 분석을 위한 자료4) 수집을 위해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록된 농업경제학 분야 학술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업경제학 분야 등재된 학술지 6종5) 중 농업분

야 중에서 농업경제, 정책 등 전반에 관해 포괄적인 연구논문을 다

루는 세 가지 학술지(농업경제연구, 농촌경제, 농업경영·정책연구)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각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6)이며 각 논문의 저자가

직접 기록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분석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1,009편이다. 연평균 약 100여 편의 논문이 세 개

의 학술지에 개제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렇게 구축된 연결망 자료는 키워드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 관

4) 네트워크 분석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과 역사적 자료, 통계자료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김용학, 2011).

5) 2016년 12월 기준 농업경제학분야서 KCI에 등재된 학술지는 한국협동조합연구, 식품유

통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농촌경제, 농업경제연구, 한국차학회지 6종이다.

6) 학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연구기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현재 및 향후

의 학문동향 예측에서는 5년 정도만 되어도 가능하다(Wu et al., 2009).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연구기간을 과거 5년을 더 포함시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

은 정권에 따라 집중하는 분야가 다르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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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없으나 단어사이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준연결

망(Quasi-network) 자료7)에 해당된다. 즉, 개별 논문에 등장하는 키

워드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동일한 분야의 연구

자 또는 농업경제학 연구논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관계가 설정된

것이다(<그림 2> 참조). 키워드 간에 동시에 등장하는 횟수를 조사

하여 동시출현 횟수가 많을수록 그 분야에서의 상호작용의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키워드 사이의 연결망은 준연결망

자료이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편수

7) 관계(relationship)를 나타내는 연결망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김용학, 2011). 

기업조직내부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하였을 때, 조직내부에는 n명의 구성원이 있을 것이

므로 그 경계(boundary)가 명확하다. 예컨대 조직내 10명이 있다면 10명 모두를 조사하

면 10×10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을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명확한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구축되는 연결망자료가 완전연결망(Complete Network)이다. 두 

번째 유형의 연결망 자료는 자아중심연결망(ego-centric network)이다. 자아중심연결망

은 연결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데 한명의 샘플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늘어나므로 경제적이다(김용학, 2011). 예를 들어 설

문대상자 20명이 평균적으로 2명의 농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40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문호 외, 2013). 세 번째 유형이 본 연구에서 구축된 준

연결망(Quasi-Network) 자료이다. 완전연결망과 자아중심연결망은 행과 열이 동일한 성

질(homogeneous)을 가지는 자료로써 1원연결망(1-mode network)이라하고 하며, 준연

결망은 행과 열이 서로 다른 성질(heterogeneous)을 가지므로 2원연결망(2-mode 

network) 이라고 한다(Scott, 2012, 김용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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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준연결망(Quasi-network)을 이용한 키워드 연결망

주) P는 논문, K는 키워드를 의미함

자료: 고재창 외, 2013의 논문에서 재구성

연구논문의 키워드는 연구자별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다르

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의 정제(Clean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자료포락분석을 DEA, 한·미FTA를 한·미 FTA 등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하거나 띄어쓰기를 한 경우 서로 다른 키워드로

받아들이므로 동일하게 변환하였다.

각 연도별로 논문-키워드의 2원연결망(2-mode network)을 Linked

list 형식8)으로 구축하였다.

2007년~2011년(전반기) 논문 수는 525편, 키워드 수는 1,495개이고,

2012년~2016년(후반기) 논문 수는 484편, 키워드 수는 1,426개이다.

농업경제 분야 전반기 키워드 연결망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1,495개의 키워드 간에 4,159번 관계를 맺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개

의 키워드는 약 2.78개의 키워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연결망의 밀도

는 0.004로 매우 낮지만 평균 4.288단계(최대 9단계)를 거치면 대부

분의 키워드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반기의 연결망 구

조는 1,426개의 키워드 간에 3,828번 관계를 맺고 있고 평균적으로 1

8) 자료를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행렬을 직접 구축하거나, 가중치의 표현이 가능한 Edge 

list, 본 연구와 같이 논문과 키워드처럼 성격이 다른 관계를 linked list 형식으로 표현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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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키워드는 2.68개의 키워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연결망의 밀도

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낮고 평균 4.638단계(최대 10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표 1> 기간별 논문 및 키워드 수

기간 논문 수 키워드 수
2007~2011(전반기) 525 1,495
2012~2016(후반기) 484 1,426

합계 1,009 2,921

<그림 3> 전반기/후반기 연결망 구조

<2007년~2011년: 전반기>

· 키워드 수: 1,495

· 링크 수: 4,159

· 평균연결정도(average degree): 2.78

· 평균경로거리: 4.288

· 최대연결거리(Diameter): 9

· 연결망 밀도: 0.004

· 구성집단(component)의 수: 70

(78.46%가 G1에 포함)

<2012년~2016년: 후반기>

· 키워드 수: 1,425

· 링크 수: 3,828

· 평균연결정도(average degree): 2.68

· 평균경로거리1): 4.638

· 최대연결거리(Diameter): 10

· 연결망 밀도: 0.004

· 구성집단(component)의 수: 48

(84.29%가 G1에 포함)

주 1)평균경로거리는 연결되어 있는 쌍들의 거리평균을 말한다. N개의 구성집단

(component)이 존재한다면, N개의 구성집단의 평균 경로거리의 평균이 된다.

9) 연결망 이론에서는 끼리끼리 모이는 군집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도달하는 전달

자, 또는 연결정도가 높은 노드들에 의해서 모든 노드들이 짧은 단계만에 서로 연결되는 

연결망을 ‘좁은세상(small world) 연결망’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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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간의 연결정도 분포는 <그림 4>와 같이 빈익빈부익부의 멱

함수(power law)분포를 보인다. 전반기, 후반기 모두 키워드 간의 링

크수가 1번 이하인 노드10)가 전체 네트워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링크수가 3번 이상인 노드는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

포의 특징은 기존의 선행연구들(Newman, 2000; Kasturirangan,

2001; Newman, 2001a, 2001b, 2001c; 이희재, 2005; 김용학, 2007,

2008; 고재창, 2013)과 매우 흡사하다.

<그림 4> 키워드 연결정도(Degree) 분포

주) 왼쪽이 2007년~2011년(전반기), 오른쪽이 2012년~2016년(후반기)

연구의 핵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기별로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서 3개 이상의 논문에 등장하는 키워드만을 추출하여 별도의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즉 위의 <그림 3>에서 가장 큰 구성집단

(giant component)은 농업경제학 연구자들에게 선호되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고 작은 구성집단은 농업경제학 연구에 처음 소개되거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주제로 볼 수 있다. 핵심적인 동향파악을 위

해 가장 큰 구성집단을 추출하였고 또한 키워드 간에 동시등장 빈

도가 낮은 링크도 제외11)한 후 동향분석을 위한 시기별 핵심 키워

드 자료를 도출하였다.

10) 여기서 노드(node)는 키워드를 말하며 링크(link)는 키워드-키워드 사이의 연결된 관계

를 의미한다. 

11) 키워드 A와 키워드 B의 동시등장 빈도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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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핵심 키워드의 추출과정

<2007년~2011년> <2012년~2016년>

⇓ ⇓

주) 3개 이상의 논문에 등장한 키워드만을 추출하고 동시등장 빈도(코사인 유사도)

가 낮은(0.1 이하) 관계를 제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구축된 전반기/후반기 키워드를 통해 농업경제학 분야 연

구동향 파악을 위한 중심성 분석 및 응집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하였다.  





  




 



  







  




, 이 알고리즘은 코사인

의 성질을 이용하여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유사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 값은 0

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1인 경우 두 개의 키워드가 같은 논문에 같은 빈도로 등장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사인 유사도가 매우 낮은(0.1이하) 키워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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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중심성(Centrality)

키워드 연결망의 중심성이나 응집구조 또는 하위의 연구주제들을

파악하는 것은 농업경제 분야 연구동향, 연구주제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추출된 핵심 키워드 중 전반기의 중심성이 높은 상위 20

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12),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13)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14)이 공통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요인분석’ ‘다

12) 연결정도중심성은 전체 연결망의 링크수에서 각 키워드의 연결정도의 비율로써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알고리즘(Freeman, 1978)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의

미하고, 는 개별 노드(본 논문에서의 개별 키워드),  
 는 연결망에서 가장 연결

정도가 큰 연결정도를 말한다. 

13) 매개중심성은 노드(node)가 연결망 내의 다른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

으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선, 즉 최단경로(geodesic) 위

에 위치하면 할수록 그 노드의 매개중심성은 높아진다(Freeman, 1978). 알고리즘은 아

래와 같다. 

   















단    ≠   여기서 









는 노드  를 연결하는 

최단경로의 수이고, 









는 노드 m이  사이의 최단경로 위에 위치하는 경우의 

수이다.  를 잇는 최단경로가 여러 개이고 무차별하다면 어느 경로가 사용될지의 확률

은 동일하므로 m이 등장한 경로가 사용될 확률은 가 된다. 즉 m이 최단경로 사이

에 여러 번 등장할수록 m이 등장한 통로가 이용될 확률은 증가한다(김용학, 2011). 분모

는 m은  사이에 등장하여 중복 계산되므로 2로 나누어준다.  

14) 연결망의 중심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근접중심성이다. 한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거리 합의 역수로 계산된다(
  



  ). 여기서 경로거

리란 두 점들을 연결하는 최단거리를 말한다. 경로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노드가 전체 

중심성이 가장 높은, 연결망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는 점이다(Freema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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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기능’ ‘파급효과’ ‘한계효과’ ‘DDA’ ‘군집분석’ ‘한미 FTA’ ‘시장

개방’ ‘중국’ ‘낙농산업’ 등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요인분석, 다원적 기능>파급효과,

DDA, WTO, 한우산업, 쇠고기> 한미 FTA, 시장개방, 관세, 식품소

비, DEA, 변동성> 중국, 낙농, 국제곡물, 소비지출, 농촌관광, CVM,

직접지불 등의 순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논문에서 다른

키워드와 함께 많이 사용된 키워드 이므로 이러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구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

경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제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표

2>의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군집분석>한미 FTA>파급효과>경영

능력>DEA>요인분석>지역투입산출모형>다원적 기능>경영효율성>

효율성 등의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는 서로 다른 연구주제들 사이를

매개(연결)하는 키워드이다. 농업경제 분야에서도 유통, 지역, 정책

등 많은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이들 분야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방법론적인

키워드가 많다는 것에서 여러 분야에 동일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파급효과>한미 FTA>지역투입산출

모형>낙농산업>군집분석>중국>시장개방>요인분석>고용>DDA 등

의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

어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는 키워드로써 농업경제 전분야에서 넓

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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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전반기)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매개중심성 키워드 근접중심성

1
요인분석

다원적기능
0.0534

군집분석 0.1719 파급효과 0.2023

한미FTA 0.1535 한미FTA 0.1993

파급효과 0.1525 지역투입
산출모형

0.1885

경영능력 0.1449 낙농산업 0.1885

DEA 0.1197 군집분석 0.1877

2

파급효과
한계효과
DDA
한우산업
농업
쇠고기
WTO
관세

0.0458

요인분석 0.1142 중국 0.1859

지역투입
산출모형

0.1097 시장개방 0.1844

다원적기능 0.1089 요인분석 0.1841

경영효율성 0.1030 고용 0.1837

효율성 0.0855 DDA 0.1826

3

군집분석
한미FTA
경영능력
DEA
식품소비
시장개방
변동성
고용

0.0382

지역농업 0.0812 다원적기능 0.1812

중국 0.0781 치즈 0.1809

낙농산업 0.0756 한우산업 0.1802

쌀산업 0.0740 농식품 0.1802

한계효과 0.0716 한계효과 0.1768

4

중국
낙농산업
국제곡물시장
소비지출
농촌관광
CVM
직접지불

0.0305

식품소비 0.0660 관세 0.1761

DDA 0.0657 변동성 0.1758

직접지불 0.0627 시뮬레이션 0.1758

소비지출 0.0608 WTO 0.1752

시장개방 0.0569 마케팅 0.1748

후반기(2012년~2016년)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은

전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친환

경농산물, 식품소비, ODA, VAR>소득, 요인분석, 고령화,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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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효율성, 쌀, 수입쇠고기>지속가능성, 직접 지불, 식품산업,

기후변화, 소비자선호 등의 순을 보인다. 전반기에는 시장개방에 따

른 여러 산업의 파급효과, 특히 한우 등 축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후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고령화, 양극

화, 소득 등의 키워드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후반기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소득>한국>ODA>요인분석>

식품산업>연계>시장지배력(market power)>고추>친환경농산물>균

형대체모형>지속가능성>식품소비 등의 순이다. 요인분석은 전반기

와 동일하게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ODA, 식품산

업, 연계 등의 키워드가 후반기에 많은 연구 분야를 연결해주는 키

워드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반기 연구 분야가 전반기와 차이를 보이

면서 그 분야들을 매개(연결)하는 키워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 후반기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소

득>친환경농산물>식품소비>한국>요인분석>지속가능성>ODA>고령

화>헥크만모형>공적분 등의 순이다. 농가소득, 친환경농산물, 식품

소비, 고령화, 양극화, 가격예측 등의 단어들이 후반기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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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심성이 높은 상위 키워드(후반기)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매개중심성 키워드 근접중심성

1

고추
친환경농산물
식품소비
한국
ODA
공적분
마늘
VAR

0.0451

소득 0.1586 소득 0.1990

한국 0.1552 고추 0.1889

ODA 0.1539 친환경농산물 0.1889

요인분석 0.1512 식품소비 0.1849

식품산업 0.1418 한국 0.1805

연계 0.1187 요인분석 0.1801

market power 0.1128 지속가능성 0.1787

2

소득
요인분석
고령화
가격예측
양극화
농가소득
생산성
마케팅전략
효율성
DEA

bootstrap
MPI

비대칭가격
수입쇠고기
쌀

균형대체모형

0.0376

고추 0.1029 ODA 0.1779

친환경농산물 0.0957 고령화 0.1779

균형대체모형 0.0825 헥크만모형 0.1752

지속가능성 0.0791 공적분 0.1735

식품소비 0.0772 변동성 0.1728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 0.0769 외식 0.1705

3

지속가능성
헥크만모형
변동성
외식

그랜저인과
돈육선물
불평등
만족도
직접지불
생산효율성
식품산업
기후변화

0.0301

만족도 0.0732 확률프론티어
생산함수 0.1682

확률효과 0.0712 군집분석 0.1682

생산성 0.0688 마늘 0.1664

헥크만모형 0.0671 가격예측 0.1648

속성 0.0664 양극화 0.1639

외식 0.0628 가축분뇨 0.1636

변동성 0.0605 농가소득 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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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응집성(Cohesion)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각 시기별 전체적인 연구동향 파악은 가능

하나 농업경제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서로 키워드가 묶여져 있어서

세부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키워드

연결망의 세부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링크간의 응집된 정도를 기준

으로 그룹을 나누었다. 즉, 하나의 응집그룹 내의 키워드간 링크의

밀도는 높고, 다른 응집그룹 내 키워드와의 링크 밀도는 낮아지도록

키워드를 그룹화 하였다15).

전반기는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후반기는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16).

<그림 6> 시기별 연결망의 세분화

<2007년~2011년: 전반기> <2012년~2016년: 후반기>

15) 하나의 그룹을 여러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M. Girvan & M.E.J. 

Newman(2002)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연결망에서 모든 링크의 매개중심성 값을 계산

하여 그 값이 가장 큰 링크를 찾아 삭제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링크의 

밀도가 높은 그룹끼리 묶이게 되어 몇 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16) 전반기와 후반기를 다르게 구분한 것은 Newman(2002)의 방법론에 의해 계산된 최선

의 그룹구분을 기초로 하여 저자가 세부연구 구분이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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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기별 그룹별 주요 키워드

세부그룹 전반기 후반기

G1

쇠고기, 관세, GARCH, 시장개방,
투입산출분석,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일반광고, 한우, market
power, 원유, 공적분, ECM, 마케팅,
파급효과, 고용, 한우산업, 컨조인트,
소비자선호, 가축질병, 구조변화,
농식품안전, 식품소비, 식품지출

농가소득, 양극화, 불평등,
지니계수, 고령화, 쌀, 직접지불,
수입보험, 패널자료, 규모의경제,
CGE, 농업생산손실, 기후변화,
생산성, MPI, DEA, 생산효율성,
기술효율성, 토빗, 비만, 외식,
식품소비, 성향점수매칭, 군집분석

G2

이산화탄소배출, 온실가스, 관세감축,
식품산업, 농촌관광, 농업, 농식품,
DDA, WTO, 한미 FTA, 다원적기능,
생물다양성, 농산물무역,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패널자료, 중력모형, 치즈,
낙농산업, 균형대체모형, 시뮬레이션,
포도, 자기조직화지도, 시장세분화,

의사결정나무

이력추적제, 양돈, 농식품안전,
소비자인식, 구매의사, 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경영성과,
확률효과, 도매시장, 분위회귀

G3

CVM, WTP, 프로빗, 자원순환,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가격변동성, 유전자조작식품,
소비자인식, 변동계수, 지역농업,
기술수용모형, 구조방정식, 인증제도,
HACCP, 낙농, 비용편익분석, 경제성

투입산출분석, 가격효과,
농업소득, 낙농, 생산유발효과,
자조금, 인삼, 수입오렌지,
관세인하, market power,

균형대체모형

G4

직접지불, 쌀, 생산비연계, 쌀산업,
농업정책, 쌀농가, 위험태도,
기술효율성, 토빗, 효율성, DEA,
AHP, 양돈농가, 경영효율성, 농가,

농가경영, 경영능력

소비자선호, 컨조인트, 사과,
한우브랜드, 요인분석, WTP,
CVM, 선택실험, 로짓, 수박,
실물옵션, 동물복지, 불확실성

G5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탄올,
국제곡물시장, 반입량,

비대칭가격전이, 그랜저인과,
양파, 지역투입산출모형, 농촌,
삶의질, 요인분석, 군집분석,
농가소득, 양극화, 불평등,

고령화, 빈곤,

다원적기능, 한중FTA, 축산업,
국제곡물가격, 가격변동성, 육계,
그랜저인과, 공적분, 돈육선물, VAR,
비대칭가격전이, 가격예측, ECM,

수입쇠고기, 시장세분화, 쇠고기,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인증제도, 김치, 친환경농산물,

농촌개발, ODA, 새마을운동

G6 -
식품산업, 식품제조업, 산림,
연계, AHP, 농업정책,
정책우선순위

전반기 G1은 주로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농식품 안전 및

소비자대상 연구 등에 관한 하위 주제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G2는 농식품, 온실가스, WTO, FTA, DDA, 식량안보 등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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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G3는 친환경농업, CVM, 소비자인식 등

의 키워드가 하위의 연구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G4는 쌀직불제,

농가의 경영상태, 정책우선순위, G5는 농가소득, 불평등, 가격전이,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요한 하위 연구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양

상이다.

후반기 G1은 생산효율성, 농가소득, 불평등, 직접지불, 식품소비,

G2는 농식품 안전, 만족도 등이 그룹을 형성하며, G3는 market

power, 자조금, 투입산출분석 등의 키워드가 하위그룹을 형성한다.

G4는 가상가치평가, 소비자선호, 동물복지, 실물옵션, 요인분석, G5

는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농업정책, 식량안보, 비대칭적가격전이, 농

촌개발 등의 단어가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G6는 식품산업,

식품제조업, 정책우선순위 등이 하위 연구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전반기, 후반기의 중심이 되는 연구의 경향은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축산 중심에서 소득, 양극화, 식품 등으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분야가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하는 등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17).

전반기는 한국이 시장개방 이후 한미, 한EU, 한ASEAN 등 각종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축산, 낙농분야에 피해가 집

중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 정부의 대책 등이 쏟아져 나온 것과 연

구동향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달리 농가소

득의 양극화, 친환경농산물, 소비분야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분야, 정책적으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해 농

업경제 분야의 연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물론 이러한 결과는 논문에 등장한 빈도수가 낮은 키워드나 키워드와 키워드 간에 관계

가 적은 링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새로운 연구가 포착되지 못한 측면

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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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농업정책은 실제 농업을 둘러싼 여건, 농가의 경영상황 등과 더불

어 이것을 연구하는 수많은 농업정책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근간으

로 실현되므로 연구논문의 경향 변화가 농업정책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객관적인 분

석을 위해 경제사회학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법론인

사회 연결망 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난 10년간의 농

업경제·정책 연구분야 학술지의 1,000여 편의 논문에서 키워드를 추

출하여 중심성 및 응집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의 분포가 전반기와 후반기에 다

르게 나타났다. 전반기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

의 연구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소

비자 인식, 고령화, 양극화, 소득문제에 대한 연구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정책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문제해결이

중요하기는 하나 최근에는 소득 양극화문제와 직접지불제, 소비자

측면에서 농업문제를 바라보는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변화는 한국의 농업여건, 농업정책의 변화와 무

관하지 않다. 전반기(2007년~2011년)에는 한·EU FTA,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시작과 발효 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대책, 분야별 영향파악 등의 문제가 농업문제에 닥친 가장 큰

이슈였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업생산관련 이슈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후반기(2012년~2016년)

에는 친환경농업 및 각종 관련제도, 직불금의 목표가격 수정논란,

양극화의 가속화, 소비자 측면의 연구 등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등의 연구도 생겨나

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농업의 6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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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에 관련된 연구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정책적인 관심에 비해 그 중심성은 높

지 않았다18).

농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에 드러난다. 사회경제적 현상을 잘 설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농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근간인 연구가 보다 강조될 필

요가 있고 정책입안자들이 이들 연구를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정책 연구도 파레토 법칙

(Pareto’s Law)19)과 같은 극단적인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많

은 정책연구들이 시행될 필요는 있으나 보다 파급효과가 높은 일반

적으로 성립되고 증명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에 대한 투자도 필요

해 보인다.

18) 이것은 분석대상 연구를 논문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로 인식된다.

19)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으로 이탈리아의 학자 파레토가 유럽제국의 조사에서 얻은 

경험적 법칙이다. 



- 22 -

참고문헌

김동훈·허장(2016),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연구동향과 함의”,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28(4): 435-442.

김영숙·김영민·김기수(2014), “초·중등교육에서의 생명기술 교육관련

연구동향 분석”, 『실과교육연구』20(4): 193-217.

김용학·윤정로·조혜선·김영진(2007), “과학기술 공동연구의 연결망

구조: 좁은 상과 위치효과”, 『한국사회학』41(4): 68-103.

김용학·김영진·김영석(2008), “한국언론학 분야 지식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보』52(1): 117-140.

김용학(2011), 『사회연결망 분석 제3판』, 박영사.

김용학(2015), 『사회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김정섭·송미령(2007), “농촌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에 관

한 사례연구”, 『농촌경제』30(1): 61-81.

김태중·정태린·원도연(2016),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동향 분석”, 『체육과학연구』

27(4): 782-796.

고재창·조근태·조윤호(201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경영의 최근 연구동향”, 『지능정보연구』19(2): 101-123.

국승용(2007),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한 농산물 물류센터의 입지

특성 분석”. 『농촌경제』30(4): 221-235.

권오상·최지현·조용성·강혜정(2010), “특별기고: 한국농업경제학회 발

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농업경제연구』 51(4): 99-137.

박길성․이택면(2007),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출판

박순명·정철영(2014), “국내 학술지의 경력 연구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46(2): 149-181.

박치성(2010), “한국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



- 23 -

법론의 자리찾기”, 『한국정책학회보』19(4): 115-153.

봉명근(1983), “농업경제연구지의 주제분석시론”, 『농업경제연구』

24: 189-194.

사이람(2010),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제1

편: 프로그램 매뉴얼”.

양근우(2017), “SNA기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상정보

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통상정보연구』19(1): 23-42.

유영봉(2002), “일본 농업경제학의 교육 및 연구동향”, 『농업경제연

구』43: 169-210.

주봉규·박정근(2003), 『현대농업경제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영출·박수정(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

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45(1): 123-139.

한보현·안병일(2016), “농산물 무역 네트워크 변화 분석”, 『농촌경

제』39(2): 93-128.

Aaron Clauset, M. E. J. Newman, Cristopher Moore (2004),

“Finding community structure in very large networks”,

Cond-mat.stat-mech.

Albert-Laszlo Barabasi, Reka Albert, Hawoong Jeong(2000),

“Scale-free characteristics of random networks: the

topology of the world-wide web”, 『Physica A』281:

69-77.

Caroline S. Wagner, Loet Leydesdorff (2005), “Network structure,

self-organization, an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science”, 『Research policy』34: 1608-1618.

Danowski, J. A (1993), “Network Analysis of Message Content.”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2: 198-221.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 24 -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1): 313-321

Girvan, M., M. E. J. Newman (2002), “Community structure in

social and biological networks.” 『Applied Mathematics』

99(12): 7821-7826.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Kondracki, N. L., % Wellman, N. S (1980), “Content Analysis:

Review of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in nutrition

education.”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

r』34(1): 224-230.

Linton C. Freeman(1978),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1(3): 215-239.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Sage

Sowa, H. C (1984),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MA: Addison-Wesley.

Wu, Ying-Tien, Min-Hsien Lee, Chin-Chung Tsai (2009),

“Research Trends in Science Education from 2003 to 2007:

A content analysis of publications in selected journal”,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31(15):

1999-2020.



- 25 -

[제2논문] 쌀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가의 기대형성과

적응 : 합리적 기대가설을 중심으로

1. 서론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들은 농산물시장을 비롯한 많

은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시장개입의 정도는

각 국가의 제반 산업이 직면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나름의

이념과 국가개입의 근거를 토대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스위스,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하여 농업정책을 추

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농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을 헌법에 명시하여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개입은 세계대전 이후인 20세기 후반에 큰

전환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지속되어오던 농업보호정책

은 과중한 재정 부담과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였고, 정치적 상

황과 맞물려 구조조정정책은 실효를 보지 못하였으며, 누적되는 농

산물 재고를 해외시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경쟁적인 수출보

조로 인해 재정적자를 가중시켰다(박성재 외, 2011). 1995년에는 시

장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정책을 축소하고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주장20)하는 WTO체제가 출범되었다. WTO체제에 속한 우리나라도

WTO가 정한 협상내용에 따라 점진적 관세철폐 및 보조금 감축 등

농정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동안 농산물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시장수요를 지키고 가격·소득을 지지해오던 각종 농업보조정

20) 무역자유화는 한 나라가 두 재화생산에 모두 절대우위 혹은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각국이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
카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후 헥셔(Heckser)-오린(Ohrin),
사무엘슨(Samuelson)등에 의해 확대되어 현대 국제무역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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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절대적인21) 제약식이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농정

당국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 피해보전, 소득향상 등에 막대한 비용

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 42조

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5조원, FTA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3년

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 원의 정책자금이 농업분야에 투입되

었다(이태호 외, 2015).

농산물 시장개방, 농산물 수요변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등

으로 인해 농가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1990

년에 비해 전체적인 농가수가 약 70만 호 줄어 2016년 현재 약 1백

만호 수준이다(<표 1>참조). 지난 25년간 매년 약 2%씩 감소하는

양상이다. 전업농가의 이탈이 이러한 양상을 이끌고 있으나, 최근에

는 그 감소 속도가 줄어들어 전체농가의 약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겸업농의 수는 1990년에 비해 24만호가 줄었고, 매년 1.5%씩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가계

총수입의 절반 이상인 1종 겸업농의 감소(매년 6.6%)가 두드러진다.

농업생산 활동을 주업으로 삼아 가계를 꾸려가는 농가22)의 수가 점

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농가구조의 변화는 농업생산을 통한 소득수준 및 그 변화와 무관

하지 않다. 시장개방 이전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95% 수

준이었으나 2016년 현재에는 약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대비 농가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70% 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농가소득과 전체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격차는 소득증가 폭의 차이로 인해 해가 지

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21) 여기서 절대적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WTO체제를 탈퇴하거나 국제무역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외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총 보조금 예산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절대적인 제약식으로 작용한다.

22) 전업농과 1종 겸업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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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에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었으

나 2010년 이후에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넘어섰고, 그 격차가 더

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농업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보조하는 각종 농업투자보조, 고정직불금 등과 같은

농업보조금과 연금, 생활보조금, 교통수당 등과 같은 기타공적보조

금을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증가가 눈에 띤다. 최근에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과 유사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정부가 보조하는 농가소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농가 수 및 농가구조의 변화

단위: 천 호, %

　구분 농가호수 전업 겸업
1종 2종

1990 1,767
(100)

1,052
(59.5)

715
(40.5) 389 326

1995 1,501
(100)

849
(56.6)

652
(43.4) 277 375

2000 1,384
(100)

902
(65.2)

482
(34.8) 225 257

2005 1,273
(100)

796
(62.5)

477
(37.5) 165 312

2010 1,177
(100)

627
(53.3)

552
(46.9) 193 359

2015 1,089
(100)

598
(54.9)

490
(45.0) 172 318

2016 1,068
(100)

597
(55.9)

471
(44.1) 128 343

전체증감율1) -1.92 -2.23 -1.50 -3.21 -0.10
‘90~’00증감율 -2.41 -1.53 -3.87 -5.33 -2.35
‘00~’10증감율 -1.61 -3.57 1.37 -1.52 3.40
‘10~’16증감율 -1.61 -0.81 -2.61 -6.62 -0.76

주 1) 증감율은 연평균 증가율이며 ( )는 비중을 말함.
2) 1종 겸업은 연간 총수입에서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농가, 2종 겸업은 연간
총수입에서 농업수입이 50% 미만인 농가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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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가 소득구조의 변화

단위: 천원, %

　

전체

가구

소득1)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농가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2)

1990 - 11,343 11,026
(97.2) 6,264 2,841 1,921 -

1995 - 22,771 21,803
(95.7) 10,469 6,931 4,403 -

2000 - 28,659 23,072
(80.5) 10,897 7,432 4,743 -

2005 34,779 39,025 30,503
(87.7) 11,815 9,884 4,078 4,725

2010 43,580 48,092 32,121
(73.7) 10,098 12,946 5,610 3,467

2015 52,477 57,800 37,215
(70.9) 11,257 14,939 7,906 3,114

2016 52,790 58,613 37,197
(70.5) 10,068 15,252 8,783 3,095

전체증가율 3.74 6.73 4.99 2.37 6.86 5.82 -

90~00증가율 - 9.71 7.66 5.69 10.09 9.46 -

00~10증가율 4.71 5.31 3.36 -0.76 5.71 15.62 -

10~16증가율 3.25 3.35 2.48 -0.05 2.77 7.76 -1.87

주 1) 전체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1990년부터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2003

년부터 비도시가구가 포함되었고 2006년부터 1인가구와 농가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전체가구소득의 전체증가율을 2003년부

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2) 비경상소득은 농가경제조사 자료로 2003년부터 이전소득에서 일부항목(경조

수입, 퇴직일시금 등)이 분리됨.

3) ( )는 농가소득의 비율을 말함. ‘90년~’00년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

가소득 비율이며, ‘05년~’16년은 전체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어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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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농형태별 농가구조의 변화

단위: 천호, %

년도 논벼 과수 채소 특용
작물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계

1990 1,231,839
(69.7)

107,262
(6.1)

172,350
(9.8)

38,585
(2.2)

6,404
(0.4)

114,132
(6.5)

88,522
(5.0)

7,939
(0.4)

1,767,033
(100.0)

1995 823,458 143,600 246,648 45,693 10,062 69,898 155,923 5,463 1,500,745

2000 787,451
(56.9)

143,362
(10.4)

238,291
(17.2)

37,647
(2.7)

8,091
(0.6)

91,930
(6.6)

72,173
(5.2)

4,523
(0.3)

1,383,468
(00.0)

2005 648,299 145,236 230,011 27,883 10,196 125,513 82,283 3,487 1,272,908

2010 523,153
(44.4)

170,237
(14.5)

223,873
(19.0)

35,353
(3.0)

18,635
(1.6)

115,978
(9.9)

81,155
(6.9)

8,934
(0.8)

1,177,318
(100.0)

2011 508,700 175,162 252,728 37,435 19,099 90,780 66,091 13,215 1,163,209

2012 494,352 173,467 271,845 34,431 17,676 90,148 62,454 6,742 1,151,116

2013 475,972 175,704 270,272 35,415 16,288 99,913 62,797 5,670 1,142,029

2014 472,097 176,646 254,892 39,980 15,749 98,579 57,885 4,948 1,120,776

2015 453,896 171,836 198,138 49,030 14,257 138,047 53,301 10,013 1,088,518

2016 415,649
(38.9)

181,973
(17.0)

265,116
(24.8)

57,990
(5.4)

11,742
(1.1)

76,460
(7.2)

53,462
(5.0)

5,882
(0.6)

1,068,274
(100.0)

‘90~’00
증감률 -36.08 33.66 38.26 -2.43 26.34 -19.45 -18.47 -43.03 -21.71

‘00~’10
증감율 -33.56 18.75 -6.05 -6.09 130.32 26.16 12.45 97.52 -14.90

‘10~’16
증감율 -20.5 6.9 18.4 64.0 -37.0 -34.1 -34.1 -34.2 -9.3

주 ( )는 각 년도별 유형별 농가수 비중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년도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형태가 어떤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표

3>에 나타난다. 농산물 시장개방 이전에는 약 70%의 농가가 논 농

업에 종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40% 이하로 낮아졌으며 전

체적인 농가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과수, 채소, 특용 및 약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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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생산농가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1>은 경지규모별로 농가의 분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

여준다. 실선으로 표시된 분포가 1990년을 나타내고 굵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2015년의 경지면적별 농가분포이다. 이 그림에서 나타

나는 특징은 중간규모(1ha∼1.5ha)의 농가는 크게 줄어들고 양 극단

의 농가는 증가하며, 특히 경지규모가 작은 영세소농의 수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 1> 경지면적별 농가분포

주)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2016)의 자료를 재구성함.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이상에서와 같이 농가는 전체적인 농가구성, 소득구조, 영농형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 경제활동을 하

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농업

경영형태 또한 다양한 품목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

업여건 변화와 더불어 정부주도형 농정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부인

하기 어렵다. 시장개방 이전에는 공급부족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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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생산성 증대, 생산비 보조 등의 수단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꽤한

반면, 시장개방 이후에는 국제시장의 틀 속에서 시장지향적인 정책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은 WTO 규범 내에서 국내농

업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면서 농가소득 등 산적한 농업문제를 해

결할 수단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예산

을 집중 투입하는 분야에서 차이를 보여 왔다(<표 4> 참조). 김영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시장개방 전후를 맞아 농가 개인의 소득

과 경영안정에 가장 많은 농업예산을 투입하였다(이태호 외, 2011).

그러면서 수리시설,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등과 같이 전반적인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에도 집중투자 하였다. 노무

현 정부는 농업생산기반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양하고, 농

가소득, 복지, 지역개발 중심으로 농업예산을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

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

지불제도, 공공비축제 등과 같은 정책수단이 도입되었고, 정책지원

방식 또한 전체농가, 평균적 지원에서 농가특성, 유형23) 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방식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13

년까지 10년간 농업·농촌 분야에 119조원의 국고투융자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과거 정부에 비해 많은 예산을 농

업분야에 투입하였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조직화, 시

설현대화 등의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 안전관리와 같은 농업체질강

화 분야와 간척지 등 대단위 농업개발,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

한 각종 농촌개발 사업과 식품산업육성 및 농식품 수출에 정책역량

을 집중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대응한 양곡관리 분야

와 첨단농업 등을 통한 농업체질강화 목적의 농업예산비중이 높았

23) 전업농, 비전업농, 영세농, 고령농 등의 농가구분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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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6차 산업을 통한 농촌융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거와

는 다른 형태의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 역대 정부의 농업예산

단위: 억 원, %

구 분

김영삼

정부

(93~97)

김대중

정부

(98~02)

노무현

정부

(03~07)

이명박

정부

(08~12)

박근혜

정부

(13~16)

농가소득·경영안정 93,134
(35.4)

92,073
(29.3)

125,859
(35.6)

127,612
(20.9)

96,479
(19.1)

양곡관리·농산물유통개선 45,339
(17.2)

84,530
(26.9)

108,063
(30.6)

158,283
(25.9)

136,735
(27.0)

농업체질강화 42,870
(16.3)

37,388
(11.9)

16,367
(4.6)

122,392
(20.0)

122,562
(24.2)

농업생산기반확충 74,433
(28.3)

95,875
(30.5)

83,456
(23.6)

122,158
(20.0)

83,097
(16.4)

농촌복지및농촌개발 7,546
(2.9)

4,046
(1.3)

19,386
(5.5)

80,233
(13.1)

66,705
(13.2)

합 계 263,322
(100.0)

313,912
(100.0)

353,131
(100.0)

610,678
(100.0)

505,578
(100.0)

주 ( )는 각 정부별 농림사업 사업비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태호 외(2011)의 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과거 정부의 농업·농촌정책으로 인한 결과물이 앞서 살

펴본 농가의 변화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 구성의 변

화, 소득구조의 변화, 경영규모 양극단에 위치한 농가의 증가 등이

그 결과물이다. 농업예산의 약 1/5만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예산

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그 간의 농업정책이 개인보다는 단체, 지

역, 공공에 대한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분야 투융자로 인하여 농업전반에 걸친 거시경제지표상

에서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그러나 개별농

24) 김용택 외(2003)의 연구에서는 농림예산 1조원의 추가지출이 농업생산성을 약 4% 증

가시키고 16조원의 생산요소 비용절감과 15조원의 소비자지출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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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투융자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WTO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정책수단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직불제, 재해보험 등 소득

이전효과가 높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개별농가의 농업경영 상태

가 주목을 받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과제로 대두된 것

이다. 개별농가가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의

수단, 집행 방법, 제도개선 등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막대한 자본이 농업투자 및 공적보조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정책

입안자와 개별농가들의 정보교류 행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농업정책을 설계하

고 다양한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

여 진다. 그러나 정책 수요자인 개별농가의 요구에 따라 정책이 수

정되거나 이전에는 없던 정책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정부가 옳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농업을 이끌고 가기위해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

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상 농업인들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변경하기도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인이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영농활동에 변

화를 주는 경우를 살펴보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같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쌀전업농육성사업,

농지규모화 사업과 같은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으로 인해 쌀전업농의 경영 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95년 쌀

전업농이 전체 벼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54%로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

인 농가수는 3만 4천호에서 5만 7천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타났다. 김미복 외(2013)는 정부지출 1% 증가가 농림업생산액 0.12%의 증가를 유발

한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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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경영구조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역단위

의 공동경영체 육성 일환으로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

다.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조직화·규모화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

은 정부가 들녘경영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기 전부터 유사한 영농

활동이 있어왔다. 그러나 정부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들녘경영체

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25). 경영체들 간의 공동 농작업을 통해

생산비가 약 7.1%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부터 실시된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이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의무적인 제도의 도입은 한우 농가의

유통비용 상승 등 경영에 영향을 준다.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을 자신의 농업생산이나 소득활동에 활용

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농가 또는 농업인들의 주장에 따라 정책을 변경한 사례

를 알아보자. IMF이후 농가부채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2000년 부

채문제를 해결하라는 농업인들의 시위가 계속되었던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1년 「농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시행하

여 농가부채 원금상환 유예, 이자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추곡수매제도는 2004년 폐지를 앞두고

수많은 농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WTO체제 속에서 AMS(감

축대상보조)를 통해 수매제도를 운영해 오던 정부는 한계에 직면하

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

여 쌀 수매는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고 쌀직불제를 통해 가격하락

분을 보전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중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2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년 10월 23일)에 따르면 2012년 118개(24천ha) 들녘경

영체가 2015년에는 224개(51천ha)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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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과 관련된 사례도 있다.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과 동시에 도

입된 쌀직불제는 수매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쌀가격이 시장수급에 따

라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가격 변동에 의한 농가의 경영불안과 소득

감소는 정부가 직접지불로 일정부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태호 외, 2016). 2014년 목표가격을 재산정 하면서 목표가격 산정공

식에 따라 정부는 174,083원을 새로운 목표가격으로 설정했어야 하

나,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농민단체 및 국회와 정부가 의견

마찰을 일으켰고 결국 188,000원으로 상향조정 된 사례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의 생

산이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농가의 의지로

정부의 정책을 처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 농가는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처한 영농

환경, 생산규모, 재배품목, 사회적 지위, 위험에 대처하는 성향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인다. 정부는 다양한 농가

의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농가가 어떤 생산행위를 하는

지, 정책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개별농가 또는 농업인들도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정

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정책과 농가의 반응,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려

한다. 농가와 정부의 정책, 특히 다양한 개별농가가 농업투자의 목

적으로 수령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실제로 농가가 어떤 적응행

태를 보이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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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농업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보

조금에 대한 이론적 연구(Gardner, 1983; Just, 2004)에서 시작하여

국제무역에서 각 국가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시장을 왜

곡시킨다는 연구(Abbot, 1987; Gulati, 1989), 농업분야의 특정한 보

조금 정책이 관련된 경제주체나 다른 정책, 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

(Goodwin, 1992; Roberts, 2003; Schultze, 1971; Traill, 1982;

Barrett, 2009)를 연구한 논문 등이 있다.

국내의 농업보조금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농업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박

성재 외(2011)의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일반적인 개념과 국제적

인 분류기준을 정리하고 WTO 규정에 따른 국내 농업보조금의 운

용현황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외(2013)에서는 농정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정의 연속성 담보를 위해 보조금제도의 추진

체계 정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관률 외(2014)는 농업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재정사업과 조세사업을 포괄한 통합적 논의구조

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보조금의 유형별

차별화와 비효율적인 농업보조금의 운영 원인을 정책대상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제도설계·집행을 통해 개선해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농업보조금 관련 연구의 두 번째는 개별 농업보조금 정

책의 영향·효과 평가이다. 농업보조금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농기

계 사업의 사례를 들어 분석한 김용택(1997), 농림투융자 정책의 거

시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투융자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김용택 외

(2003)와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총량적, 사업부문별로 평가한 김미복 외(2013)의 연구가 있다. 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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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불 제도의 임차료 귀속 및 규모화 역행효과에 관한 김관수 외

(2006, 2007)의 연구와 농가특성별 쌀직불제의 소득효과를 분석한

민선형 외(2015)의 연구가 있다. 쌀 직불제 하에서 생산조정제 도입

의 효과와 쌀고정직불금 인상효과와 적정 인상수준을 연구한 이용

기(2011, 2014)와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농가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는 연구(김태이 외, 2012), 농업보조금(직접지불금) 정책에 대한 공

간 형평성 평가를 통해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3/4이 혜택

을 입고 있고 배분적 편중도가 존재하며, 밭농업 직불제의 도입이

이러한 배분적 편중도를 완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연구(김재경, 2013)

가 있다.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제도개선과 직접적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농업보조금이 세금으로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거시경제에 관한 분석으로 범위를 확장

해 볼 수 있다. Lucas(1976)는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소

비자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의 행위)을 경제모형에 고려할 때만 경

제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재

정 및 금융정책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케인즈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이준구 외, 2007). 물론 이러한 분석의 근간에

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모형에 반영되어 있으나, 과거와 현재의 경

험만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대치를 형성한다26)는 한계가 있었다. 이

러한 한계로 인해 Lucas의 주장을 따르는 신고전파경제학(Neo

Classical economics)에서는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가 경

제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Lucas, 1972, 1976; Sargent and Wallace, 1973; Barro, 1978).

26) 적응적 기대가설(adaptive expectation theory)을 말한다. 적응적 기대가설의 약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 과정에서 체계적인 오류(systematic error)가 지속된다는 것으로 

경제주체가 과거의 실수를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가 내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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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land and Prescott(1977)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임의적인 정책결정

(discretionary policy decision)보다는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약속(commitment, rule)이 전제되어

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사람들이 합리적이기 때문27)에 정책결정이

근본적으로 정책 일관성(time consistency)에 따른 신뢰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미래의 정책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

을 하게 될 경우(정책을 신뢰하게 할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에 비

해 더 높은 사회적 후생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없는 정책규칙(rule)이 요구될 수 있다고

하였다. Barro and Gordon(1983a)은 Kydland and Prescott의 아이

디어를 기초로 통화당국이 민간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surprise

inflation)을 유발시킴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책일관성의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러한 유

인을 이겨내고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평판(reputation)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둔다면 임의적인 정책 하

에서도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Gordon(1983b)은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통화당국의 정책적 목적을 구체적인 함수

형태로 설계하고 민간이 합리적임을 가정한 후 게임 이론적 균형을

도출하였다. Kydland and Prescott 이후 정책의 시간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그러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에 관한 연구

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Rogoff(1985)는 통화정책을 독립된 중앙은행

에 위임하는 것이 물가상승과 실업간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사회구성원(agent)보다 더 보수

적인 성향을 가진 중앙은행장을 선출하면 더 나은 사회적 후생수준

27) 미래의 정부정책까지 고려하여 현재의 경제적 행위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

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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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시간일관성에 관한 연

구는 주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에서 정책의 시간 일관적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Calvo, 1978; Lucas and Stokey,

1983; Persson, Persson, and Svensson, 1987, 2004; Alvares,

Kehoe, and Neumeyer, 2004)가 많다. 이 연구들은 갑작스러운 인플

레이션 정책으로 정부는 명목화폐(Fiat money)의 실질 가치를 낮추

어서 정부의 실질 부채를 낮추고자하는 유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

에 정책 일관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과, 반대로 정부가 특별한 구

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 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다.

최근에는 기후나 에너지 분야 정책에서도 정책일관성에 관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Acernoglu(2017)은 기후변화,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문제는 비교적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정책당

국이 임의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Acernoglu는 전력시장 동태적 부분균형 모형분석을 통해 시간 일관

적이지 못한 에너지 정책은 투자의 불균형을 이끌고 사회후생을 낮춘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

고 규칙(Rule)에 입각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Mayer(2003)는 사회후생지표로써 Gardner(1983, 1987), Oehmke

& Yao(1990)의 정치선호함수(political objective function)를 통한 농

업보조가 사회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 지라도 농업정책 형성의

시간 비일관성 문제로 인해 항상 사회적 최적수준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농가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했을 때, 농가가 예상할 수 없는 높은 가격지지 수준

은 그들에게 항상 더 큰 수준의 농가소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가격지지 수준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

하고 가격지지 혜택의 일부가 농지소유자28)에게 이전된다. 실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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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농민에게 가격지지의 효과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는 정부29)

이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수준을 농가에게 지원할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30). 그렇기 때문에 농업보조금 정책은 개입편향

(intervention bias)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입편향은 농

민들의 기대치 변화에 대응하여 가격지지 수준을 계속해서 수정하

는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에 의존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정부의 목적함수가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기존

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시간 일관성 문제로 인해 정책개입의 편향은

항상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방법론 측면에서 거시경제 분야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

용한 게임 이론적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지만, 방법론이 적

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모형도 농업분야에 맞게 수정된 형태라는 점

에서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시간 일관적 정책(rule)이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보다 더

높은 후생수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정책 게임에서 정부와 농가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형을

통해 검토해 본 점에서 차이가 있다31). 또한 국내외 농업분야 보조

금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농업보조금을 일반화하여 모형화 하였고32), 접

근하는 방법론에서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8) 농지소유자 역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가격지지 수준만큼 임차료를 상승시킬 것을 예상

해 볼 수 있다.

29) 정치선호함수는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며 사회적 최적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mayer, 2003). 

30) 그렇다고 항상 높은 가격지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목적함수(정치선호함

수)가 농업에 더 많이 분배하는 것임을 농가가 알기 때문에 낮은 가격지지 수준을 믿지 

않게 된다. 

31)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관계를 함수의 형태를 가정하여 모형화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풀어서 어떠한 정책(일관된 정책과 재량적 정책)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더 나은지를 검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2) 실증분석에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로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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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는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agents)를 전제로, 정부는 해당 시점의 경제 상태에

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선택하기보다

일관된 기준(rule)에 따라 정책을 선택할 때 사회전체의 경제적 성

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자리한다(Kydland and Prescott,

1977). 이 이론은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미래에 대한 정보를 포함)를 활용하여 의사결정행위를 한다는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로 인해 정부의 정책은 경제주체

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일관성(time consistency)을 가져야만 정

부 정책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책의 신

뢰성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정책

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나 최적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방

법론 중의 하나인 최적제어이론(optimal control theory)의 결함33)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최적선택행위(균형실현)를

게임 이론적 방법(game theoretic method)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주

어진 문제 하에서 해(solution)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첫

째는 정부의 최적정책 선택에서 기간이 유한한 경우(t=1, 2, ..., T)에

해를 찾는 방법이다. 우선,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아래의 목

적함수 (1)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34).

33) 최적제어이론의 내제된 가정은 의사결정자들의 선택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목적균형을 찾는 것(Chiang and Wainwright, 2006; Kydland and Prescott, 

1977)으로 현재시점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

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론적 결함이 있다. 

34) 여기서의 수식은 Kydland and Prescott(1977)의 표현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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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여기서      는 기간 1부터 T까지의 순차적 정책

(sequence of policies)이고,      는 매 시점의 정책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순차적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적함수식

(1)의 제약조건은 식 (2)와 같이 매 시점 간에 경제주체들의 의사결

정 결과인 가 어떻게 결정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경제주체들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과거 행위와 모든 시점에서 시행되었

거나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정책변수를 반영하여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약이다.

식 (2)                  

이러한 정부의 동태적 최적화 문제에서의 해(solution)는 각 시점

에 식 (2)의 제약조건 하에서 식 (1)을 극대화시키는 정책변수 의

경로를 찾는 것이다. 미분가능성(differentiability)과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가정하여 문제를 풀게 되면 제약식 (2)에 포함된 모든

        항으로 인해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없게 된다35). 즉,

35) 경제주체들의 기대(expectation)가 합리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최적해가 도출된다. 

이러한 주장은 루카스 비판(1976)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적응적 기대가설을 근간으로 

하는 최적제어이론의 결과로 정부가 정책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Kydland and Prescott은 기간이 T=2로 주어진 예를 제시한다. 

     max       

           

     위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제약조건 하에서 정부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기의 정

책()을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자. 이 극대화 문제의 1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적응적 기대는 1계 조건에서 가 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를 통해 이 다시 

에 영향을 주어서 목적함수 S에 주는 영향이 없다(=0)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Kydland and Prescott은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합리적이므로 적응적 기대를 근간으로 

하는 최적제어이론으로 도출한 최적의 정책은 최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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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합리적 기대가설을 따른다고 한다면 전통

적인 최적제어이론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된다36). 따라서 이

들은 게임 이론적 균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약식 (2)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따라

현재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다는 가정(경제주체가

합리적 기대가설을 따른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정부

는 자신의 목적(목적함수 (1))을 극대화37)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

략 중에 최적의 정책(전략)을 선택한다. 즉,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라

는 사실로 인해 나타나는 부분게임(sub-game)38)에서 최적의 정책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Nash equilibrium)39)이며 이것은

매 시점마다 나타난다. 구해야 할 균형의 기간이 T로 한정되어 있

으므로 제일 마지막 시점인 T시점의 균형점은

         와 같이 도출된다. 사회구성원 모두

가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는 경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T시점의 정책을 선택40)할 때, 경제주체들이 식 (2)와 같이 합리적으

로 행동한다는 것이 반영되어 드러난 결과( )를 토대로 선택한

다. 이러한 함수적 관계가 드러나면 바로 이전 시점()의 정책선

택 균형점(           )이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간(t=1, 2, ... , T)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시점(T)의 부분게임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면서 균형을

36)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이론적 한계를 수용하여 거시경제 분석모형에 합리적 기대

를 반영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실물적 경기변동이론 모형(Real Business Cycle, RBC), 뉴케인지언 DSGE 모

형 등으로 발전하였다(백응기 외, 2009) 

37) 정부가 이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수(payoff)에 해당된다.

38) 부분게임(subgame)이란 전체 게임의 일부이지만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독립적 게임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김영세, 2013)

39)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게임 참여자도 경기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는 안정적 상태 또는 

전략조합을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또는 균형이라 부른다(김영세, 2013)

40) 정책의 선택 시기는 T-1시점이다. 예컨대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토대로 올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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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후진 귀납법(backward induction)으로 균형을 구해야 한다

(김영세, 2013). 이 과정을 일반화하면 정책선택 규칙(Rule)과 같은

일관된 정책(consistent policy)41)               이 도

출된다.

두 번째의 경우, 무한 시점(t=∞)에서 균형을 이루는 일관된 정책

은 정책선택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후

진 귀납법으로 균형 상태를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

복적 방법(recursive method)으로 접근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국가의 경제 상태는 다음의 행태식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식 (3)         

여기서 t는 시점을 말하고 는 t시점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상

태변수(state variables) 벡터, 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 벡터,

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변수(decision variable) 벡터, 그리고 

는 예측치 못한 오차(random shock) 벡터를 의미한다. 즉, 미래의

경제 상태(  )는 현재의 경제상태, 정부정책,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미래의 경제 상태를 설명하는 변

수이므로 이 함수식은 과거부터 t+1시점까지 스스로를 재참조하는

반복적 구조(recursive structure)가 표현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의하거나 고정된 사회적 목적

함수42)를 만족시키는 일관된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식 (4)와 같

41) Kydland and Prescott은 일관된 정책(Consistent policy)을 “매 시점t의 정책 가 주

어진(과거의)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을 토대로 목적함수를 극대화하고,  

미래의 정책결정( , s>t)이 경제주체들이 예측가능 하도록 선택 된다면 그때의 정책 

는 일관된 정책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42) 유한시점에서와 같이 이러한 목적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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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정을 한다. 식 (3)과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로 인해 특정미래

시점의 정책()은 과거의 경제상태(  ), 과거의 정책(  ), 과거

에 경제주체가 내린 의사결정(  ) 등을 통해   과 유사한 형태

(경제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가 결정되는 함수를 가진다.

즉, 일관된 정책결정의 기준(Rule)을  의 형태로 유지해감을 의미

한다.

식 (4)        

이러한 정책선택 구조를 잘 인지하고 있는 “합리적” 경제주체는

식 (5)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합리적 기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준(Rule)을 조건부로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만약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함수를 바꾸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인지하고 있는 조건

(일종의 제약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미래의 선택(함수)도 바뀌게

된다.

식 (5)     
 

식 (5)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주체(agent)의 현재시점(t)에서의 의

사결정은 주어진 정책규칙43)( )을 조건부로 과거의 경제상태, 과거

의 정책, 과거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태(), 현재의 정부정책()에 의존하여 현재의 의사결정을 내린

다(식 (6)).

식 (6)    
 

43) 여기에 미래의 예측 가능한 정보들이 이미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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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와 경제주체의 게임에서 균형44)

전략조합 [식 (4)(정부의 최적보수), 식 (6)(경제주체의 최적보수)]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토대로 Kydland and Prescott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민간이 모두 합리적으

로 행동할 경우에 임의적인 정책(discretionary policy)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시간 일관적(time

consistence)인 정책규칙(Rule)을 통해 정책신뢰 확보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농업분야 보조금 정책게임에서도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45) 한국의 농업부문에 적용해본다.

4. 농업보조금 정책게임 모형

4.1. 농업보조금 정책게임

보조금이라는 정책수단을 두고 농가와 정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게임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농가가 자신의 전략을

먼저 선택을 하고, 농가의 전략을 확인한 후 정부가 전략을 선택하

는 순차게임(sequential game)을 살펴보자. 보조금 정책게임을 상정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농가와 정부

44) 여기서 구해진 균형은 두 단계(경제주체의 전략선택 단계, 정부의 전략선택 단계)로 이

루어진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 게임의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아는 것)

하의 순차게임에서 얻어지는 균형, 즉 정부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반영된 

를 토대로  의 규칙(rule, commitment)을 유지하고, 경제주체(agent)는 정부의 규칙

을 의사결정( )에 반영하여 최적선택(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을 하기 때문에 부분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다. 

45)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분야 보조금 정책게임에서의 완전균형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일관된 정책과 재량적 정책 중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 분석해 보는 것 또한 중요

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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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금을 매개로 동시에(simultaneously) 각자의 전략을 선택하

는 것과, 둘째, 농가 또는 정부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그 다음 각

자 전략을 순차적으로(sequentially) 선택하는 경우이다. 각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지

못하므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하에서의 전략선택이

지만 순차적으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행위 관찰이

가능하고 (상대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자신의 전략에 따라 상

대방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예측 가능하므로 완전정보

(perfect information)하에서의 전략선택이 된다. 농가와 정부 간의

보조금 정책 선택이 현실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기 보다는 순차적으

로 발생하므로46) 완전정보하의 순차게임으로 보조금 정책게임을 구

성하였다.

농가는 자신의 효용 또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수준을 선택하

고,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보조금

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하자. 이러한 보조금 정책게임 상황을 아

래의 <그림 2>와 같은 확장형의 게임나무(game tree for extensive

form)로 구성해 볼 수 있다. 확장형 게임나무를 <표 5>와 같은 전

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47)으로도 변환할 수 있다.

46) 항상 농가의 선택이 먼저이다. 정부정책은 농가의 선택결과를 토대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47) 전략형 게임은 개별 경기자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취할 행동의 마스터플

랜을 정하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처음에 정한 계획을 그

대로 시행한다는 가정에서 도출된 형태이다(김영세, 2015). 확장형 게임과의 차이는 구

속력 있는(binding commitment) 행동 계획을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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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가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게임(확장형 게임나무)

<표 5> 농가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게임(전략형)

정부

보조금 지급 보조금 비지급

농가
생산 3, 2 1, 1

비생산 0, 0 2, 3

주) 처음에 제시되는 숫자가 농가의 보수, 두 번째 제시되는 숫자가 정부의 보수임.

예상되는 농가와 정부의 보수(payoff)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 한

다48). 농가가 생산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상황이므로 농가가 농산물 생산을 포기할 경우, 자신의 노동력을 다

른 분야에 공급하여 2단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농가가

생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택하고 그

48) 여기서의 예는 이태호(2016)의 게임이론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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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수익률이 높은 다른 산업에 투자한다면 3단위의 보수를

얻을 수 있다49). 만약 농가가 생산을 포기했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 선택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수준을 얻지도 못하

고 예산을 쓰는 것이므로 0단위의 보수를 얻게 된다. 농가가 생산을

한다고 선택할 경우, 농가는 생산을 통해 1단위의 이익50)을 얻고 정

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보조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투자해서 얻는 최대보수 3단위보다는 작

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수준을 달성할 수 있어서 2단위의

보수를 얻는다고 가정한다. 이때 농가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더

높은 생산수준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3단위의 보수를 얻는다51)고

가정한다.

농가가 자신의 효용 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농산물을 “생산한

다”(이후 ”생산“으로 표시)를 선택 한 경우,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비지급”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농가가 “생산 안한다”(이후 ”비생

산“으로 표시)를 선택할 경우 역시 보조금 “지급” “비지급”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게임에서는 두 개의 내쉬균형이 존재(생산-지

급, 비생산-비지급)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의 게임나무

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두 개의 부분게임(부분게임 B, 부분게임

C)을 살펴보자. 우선 농가의 선택이 “생산”으로 주어진 부분게임 B

에서 정부는 당연히 (1, 1)과 (3, 2)52) 중 더 많은 보수(2단위)를 얻

을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을 선택한다. 부분게임 B의 내쉬균형 전략

49) 정부가 보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이라 가정한다.

50) 도시근로자 소득이 농업소득 수준보다는 더 높음을 감안하여 다른 산업에 취업해서 얻

는 보수(2단위)가 농업생산을 통한 보수(1단위)보다는 높다고 가정하였다. 

51)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해서 얻을 수 있는 2단위의 보수수

준과 최소한 같거나 높아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생산수준을 달성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3단위의 보수수준을 선택하

였다.

52) 괄호안의 첫 번째 항은 농가의 보수, 두 번째 항은 정부의 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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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조금 “지급”이고 그때의 보수는 (3, 2)이다. 부분게임 C의 내쉬

균형 전략은 보조금 “미지급”이고 그때의 보수는 (2, 3)이다. 이것은

정부의 전략 (생산-지급, 비생산-비지급)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내쉬균형 중 어떤 균형이 선택되는지 살펴보자.

이 게임은 농가가 먼저 선택을 하는 순차게임이므로 농가는 당연

히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생산”을 선택한다. 생산을 했을 때 보수(3

단위)가 생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보수(2단위)보다 더 많기 때문이

다. 정부는 내쉬균형(비생산, 비지급)을 더 선호하나 농가의 선택이

먼저였기 때문에 내쉬균형(생산, 지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53)

그런데 사회적으로 생산수준이 너무 많아 생산을 줄일 때 이득이

더 생기는 상황, 즉 정부의 내쉬균형(비생산, 비지급)이 선택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농가가 내쉬균형(비생산, 비지급)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정부는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농가가 믿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생산해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공표하였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비생

산”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가가 정부의 공표에도 불

구하고 먼저“생산”을 택하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2단위를 가

져가는 것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단위를 가져가는 것보다 이

득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농가가 알고 있으므로 농가는 정부

의 공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54).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내쉬 균형(생산, 지급)은 상대방의 약속(commitment)이나 위협

(threat)의 신빙성을 고려한 모든 부분게임에서 내쉬 균형이므로 부

53) 농가가 먼저 “생산”을 선택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선택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의
정부보수를 극대화하는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54) 이러한 결론 때문에 Kydland and Prescott은 정부가 정책규칙(Rule)을 정해서 경제주체
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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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게임 완전 내쉬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SPNE)

이다.

지금까지 농가와 정부의 보조금 게임을 간단하게 구성하여 균형

전략을 도출해 보았다. 이제는 보다 자세하게 농가의 생산결정 모

형, 정부의 농업보조금 결정 모형을 구축하고 보조금 정책게임 상황

을 적용하여 부분게임 완전 내쉬균형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4.2. 농가의 생산 결정모형

농가는 자신의 소득극대화를 위해 시점에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러나 생산량은 단수와 관련되는데 단

수는 농가의 선택변수가 아니므로 농가는 소득을 극대화하는 최적

재배면적을 선택하는 행위를 한다고 가정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

해 대표 농가가 한 가지 품목만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대표농가는 자신이 가진 총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득을 극

대화하는 재배면적 A를 선택하게 된다.

식 (7)  

   · 

 ·
   

A: 재배면적

Y: 농가소득

s: 정부의 농업보조금 비율

P: 농산물 가격

Q: 농산물 생산량

C(·): 생산비용함수

w: 생산요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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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자가노동 투입가능 시간을 나타내는 상수

L(·): 자가노동 공급함수

m: 임금수준

여기서 정부의 농업보조금은 대표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업수입

안정화를 위해 특정 품목의 농업수입을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이 경우 농업보조금을 지급받는 대표농가가 직면하는 극대화 1

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식 (8) ·







위의 식 (8)은 음함수 정리에 따라 외생변수들 만의 함수로 정의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농가의 최적의 재배면적 함수를 도출

할 수 있게 된다.

식 (9)      

이때의 최적 재배면적( )은 농가가 정부의 농업보조금 정책(s)을

하나의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계산된 선택변수의 극값이다. 농업보조

금 정책변수가 외생변수로 간주되는 이유는 농가가 기대를 형성하

는 방식과 관련된다. 여기서의 대표농가는 재배면적을 선택할 시기

에 알 수 없는 확률변수인 p, r, s에 대한 기대를 단순기대나 적응적

기대방식으로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들 기대형성 방식에 따른 기댓

값은 과거의 농업보조금 지급수준으로 알 수 있다55). 그러나 이 농

55) 단순기대는 단순히 지난기의 p, r, s를 의미하며, 적응적 기대는 과거 일정기간의 (가

중)이동평균을 의미하고, 이 값들은 이미 알고 있는 과거 값으로부터 도출되므로 외생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도출된 농가의 최적재배면적은 사

실 Kydland and Prescott의 논의에 따라 최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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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라 기대를 형성한다면 다른 최적 재배면

적 선택 행위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부의

최적선택행위까지 검토한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

4.3. 정부의 농업보조금 결정모형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배면적 수준 달성을

위해 농가소득을 높여주는 농업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정부 목적함수는 농가에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사

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정당한 것이며, 그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한

다는 정부의지모형(Self-will government model) 개념과 연관 된

다56).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식

(10)과 같이 명시적으로 농가소득 극대화 함수를 구축하였다. 다만

정부의 선택변수는 농가소득, 소득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 비율이다. 실제 정책당국이 추진 중인 농림어업사업 중

많은 부분, 특히 개별 농가가 보조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보조 사

업은 그 목표가 농가소득 증대, 소득 안정화에 있으므로 무리한 가

정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최적의 농업보조금이 결정되는

함수는 식(11)와 같은 행태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식 (10)   · 

  ≤ 
·

식 (11)      

56) 전통적인 사회후생 이론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책입안자(정부)가 산업분야별, 이해그룹별로 부여하는 정

책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며, 농업이 가진 비시장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부지원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Gardner, 1987; 임정빈, 

2003)의 논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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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정부의 농업보조금, 는 정부가 직면한 총 농업보조

예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식 (4)57)

에 해당되는 정부의 농업정책결정 기준이다. 정부는 과거의 가격수

준(), 과거의 재배면적(), 과거의 단수(), 과거의 예산()을 토대

로 최적 농업보조금 수준을 결정한다.

4.4. 농업보조금 정책게임의 부분게임완전균형

지금까지는 논의에서는 농가가 정부의 최적화된 보조금 수준을

외생변수로 받아들여 최적의 재배면적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농업보조금 결정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합리적 농가58)라고 한다면,

정부의 농업보조금 선택과정(정부 함수식)을 자신의 재배면적 선택

함수에 반영할 것이다. 합리적 농가의 정보 집합에는 이미 정부의

농업보조금 선택과정이 하나의 정보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단순기대나 적응적 기대형성 방식이 아닌 합리적 기대

형성 방식을 따르는 농가라면 식(9)와는 다른 식(13)과 같은 형태의

최적화 행위를 하게 된다. 식(13)이 도출되는 과정인 식(12)에서의

는 이제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가 된다.

식 (12)              

식 (13)      

농가가 먼저 선택을 하는 순차게임에서 식(13)처럼 그들의 선택이

57) 식 (4)는        이다.

58) 합리적 기대가설 하에서 소득극대화 행위를 하는 농가는 재배면적을 결정할 때 정보집

합(information set)에 정부의 최적선택함수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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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기 때문에 정부는 다시 최적 수준의 농업보조금을 선택하기

위해 농가의 선택을 목적함수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농가가 식 (13)의 선택을 했으므로 앞서의 최적 보조금선택(식(11))

이 이제는 최적이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최적

농업보조금 선택 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59).

식 (14)              

식 (15)      

만약 정부가 원래의 최적 보조금 수준(식 (11))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가 식 (13)과 같은 선택행위를 해도 이것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commitment)했다고 해보자.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선언을 농

가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가는 이미 정부가 최적 선택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농가가 먼저 선택하는 순차게임에

서 농가가 선택한 식(13)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선택

하는 최적보조금 수준은 더 이상 최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는 어쩔 수 없이 농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가

와 정부가 식 (13)과 식 (15)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모든 부분게임

에서 내쉬균형을 형성하는 유일한 전략조합이 된다. 그러므로 전략

조합   는 부분게임 완전균형(SPNE)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비합리적이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다. 정부는 늘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최적화 행위를 한

다. 목적함수가 소득극대화 문제로 설정되었기 때문도 아니다60).

59) <그림 2>에서처럼 농가가 생산을 선택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므로 식(13)을 반영하여 최적의 보조금수준을 선택하

게 되는 것이다.

60) Mayer(2003)는 정치선호함수를 반영한 농업정책일지라도 정부개입에 따른 편향

(intervention bias)이 정책의 시간비일관성으로 인해 항상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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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land and Prescott(1977), Barro and Gordon(1983), Mayer(2003),

Acernoglu(2017) 등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

(time inconsistency)과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 때문이다.

농업보조금을 사이에 둔 순차게임에서 정부가 먼저 선택을 할 수

는 없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는 최적의 농업보조

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항상 경제주체(농가)들의 선택행위를 반영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61).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이상 개

인의 재산인 재배면적을 할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농업보조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Kydland and Prescott(1977)

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선언(commitment)62)을 믿게 하는 수밖

에 없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말한 어느정도 수

정할 수 없는 수준의 규칙(Rule)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정부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해 농가가 다른 식의 기대를 형성한다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기대형성 방식의 차이가 결과의 해석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제는 보

다 구체적으로 한국 농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과 관

련하여 쌀 농가와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과 지금까지 진

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생산과 상관없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농가에게 지급되는 쌀고정직불금과, 쌀 생산을 전제로 가격변동에

따른 쌀 수입 불안을 완화하고자 지급되는 쌀변동직불금으로 나뉜

다. 이 두 가지 제도의 목적은 논의 형상유지에 따른 농업의 비시장

적 가치에 대한 보상, 쌀 소득 안정화이다.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

물을 재배하여도 고정직불금은 지급되므로 쌀 과잉생산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쌀 소득안정화

61) 반영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62) 앞서 언급한 원래의 농업보조금 수준 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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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목적 특성상 쌀 생산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생산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쌀 재고량63)이 매년 100만 톤을 훌쩍 넘는

최근의 추세를 보건대 쌀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작용하는

것은 결코 이 제도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생산왜곡이

쌀 보조금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분석해보고, 발생한다면 지금까

지의 논의를 토대로 그 원인을 알아볼 것이다.

5. 실증분석 모형

이 소절에서는 앞 소절에서 제시한 농가의 농업소득 극대화 모형

을 바탕으로 쌀 농가의 재배면적 반응함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확률

변수에 대한 쌀 농가의 기대형성 방식(단순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

적 기대)에 따른 기댓값을 산출하여 실증분석의 변수로 활용 한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화가 목적이므로 쌀 생산농가의

수입을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구축된 식 (7)을 활

용한다. 단, 농가의 기대형성시점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식 (16)

과 같이 표시하였다.

식 (16)  
    ·    

  ·

At: t시점 재배면적

Yt: t시점 농가소득

DPt: 정부의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비율

Pt: t시점 쌀 수확기 가격

63) 쌀 재고량은 2015년 1,354천 톤, 2016년 1,747천 톤, 2017년 1,887천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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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t시점 쌀 생산량

C(·): 쌀 생산비용함수

wt: t시점 생산요소비용

h: 자가노동 투입가능 시간을 나타내는 상수

L(·): 자가노동 공급함수

mt: t시점 임금수준

생산량(Qt)은 재배면적(At)과 단수(rt)의 곱으로 결정되고, 단수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안병일 2015). 여기서 확률변수(random variable)는 농가소득

(Yt), 수확기 쌀 가격(Pt), 단수(rt), 쌀 소득보전직불금 비율(DPt)이

고, 농가의 선택변수(choice variable)는 쌀 재배면적(At)이다. 생산요

소가격(wt)과 임금수준(mt)은 쌀 생산농가가 재배면적을 선택할 시

점에서 알 수 있으므로 주어진(given) 변수로 설정하였다64).

특정 t시점의 소득은 불확실성을 가지므로 농가의 미래 시점의 기

대소득이 극대화되는 문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Et-1(pt)

는 t-1시점(생산 직전)에 농가가 기대하는 t시점 기대가격이다.

식 (17)

     

    ··    

    ·   ․․     ․  

위와 같이 설정된 목적함수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1계 조건은 아

래와 같이 구해진다.

64) Chavas(2000)의 선행연구에 따른 것이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이 변수를 확률변수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실증분석 단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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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    ·   ·   

  


  


1계조건의 방정식은 음함수 정리에 따라 암묵적으로 아래의 함수

(식 (19))를 정의하므로 다음과 같은 쌀 농가의 최적재배면적 함수

를 도출 할 수 있게 된다.

식 (19)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위 식의 기댓값을 알아야 한다. 만약, 쌀 농

가의 기대형성이 단순기대(Naive Expectation), 적응적 기대

(Adaptive Expecta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최적 재배면적함수의

각 기댓값은 아래(식(20), 식(21))와 같이 각각 표현할 수 있다. 단순

기대의 경우, 전년도 가격을 올해의 기댓값으로 적용하며, 적응적

기대의 경우, 과거 3개년 이동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65).

식 (20)                    

식 (21)    

      


   

      


   

      

반면, 쌀 농가의 기대형성이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65) 본 논문에서는 3개년 이동평균값을 적용하였으나 5개년 또는 특정기간의 가중이동평균

(weighted moving average)을 적용할 수 있다. 안병일(2015)에서는 3개년, 5개년 이

동평균값을, Chavas & Holt(1998)의 논문에서는 3개년 가중이동평균값을 적응적 기대

가격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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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을 따른다고 하면, 농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

보를 이용하여 기대를 형성한다. 즉, 농가는 재배면적 결정시점에

알고 있는, 또는 확보가능한 모든 정보66)를 활용하여 기대를 형성하

고 다음기의 재배면적을 결정하게 된다.

합리적 기대가설 하에서 쌀 농가가 기대하는 t기의 직불금 비율,

쌀 가격, 단수는 이 농가가 알고 있는 정보집합을 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22)      ∣Ω  

     ∣Ω  

     ∣Ω  

∼  


∼  
 

 ∼  


Ωt-1: t-1시점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집합(information

set)

εt, ut, et: 기대오차(random error)

위의 식 (22)에 기대연산자(E)를 취하면,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불금 비중 기댓값, 쌀 가격 기댓값, 쌀 단수 기댓값

이 도출된다.67)

66)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정보는 재배면적을 결정할 시점에 농가에게 주어진 정보를 말한다. 

쌀 농가의 정보집합(information set)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 쌀 소비

량이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기관/언론의 정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

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목표가격제도가 있으므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일

정부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 내년도 농약, 비료 보조금이 오를(내릴) 것이라는 정보

(이것은 미래의 자료이지만 현재의 정보집합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폭염과 한파가 올해

보다 심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이것역시 미래의 자료이지만 현재의 정보집합에 포

함된다), 쌀 농가가 경험상 알고 있는 재배정보 등 쌀 재배면적을 결정하기 전에 쌀 농

가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것이 단순기대나 적응적 기대와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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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3)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Ω   

 


따라서 위의 1계 조건에 따라 도출된 최적 재배면적함수를 다시

쓰면 식(2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DPte, Pte, rte는 t-1시점

(재배면적 결정 이전)에 농가가 기대하는 t시점의 합리적 기대가설

에 따른 기댓값이다.

식 (24) 


 
 

   

식 (24)의 기댓값에는 앞서 언급한 직불금에 대한 농업보조금 순

차게임의 결과가 반영된 쌀 농가의 최적 재배면적 선택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쌀 농가가 합리적 기대방식의 기댓값을 형성하기 때문

에 쌀 직불금 정책결정 과정68)을 자신의 소득극대화를 위해 이미

67) Muth(1961)는, t-1기에 기대하는 t기의 가격 Pt
e가 합리적 기대에 따른 가격이 되게 하

려면, ut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정보 집합(Ω)

에 대한 ut의 조건부 기댓값은 0이다. 이것은 체계적인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

로 기대오차는 치우침이 없게(unbiased)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반복기대값 법칙(Law 

of Iterated Expectation)에 의해, E[pt-E(pt∣Ωt-1)] = E(pt) - E[E(pt∣Ωt-1)] = E(pt) 

- E(pt) = 0 과 같이 증명된다. 두 번째는 기대오차(u)가 정보집합(Ω)과 상관되지 않는

(uncorrelated)다는 것으로, 농가가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치우침 없는(unbiased) 기대

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68) 정부의 보조금 정책결정 모형에서 도출된 식 (11)      과 같은 형태

의 정책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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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화하여 모형 내에서 풀어낸 결과이다69). 쌀 가격이나 단수의 기

댓값은 게임의 상대방이 쌀 시장과 자연, 기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보조금 정책게임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쌀 농가

가 선택한 최적 재배면적 수준(At**)은 쌀 농가와 정부사이의 순차

게임에서 쌀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최적보수(payoff) 수준을 달성 하

게하는 재배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위와 같이 도출된 재배면적 반응함수가 가지는 의의

는 단순기대나 적응적 기대가설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했다는데 있

다. 적응적 기대가설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사람들이 기대를 형

성할 때 과거에 범했던 예측오류, 즉 체계적인 오류를 수정하지 않

고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오류를 계속 범한다는데 있다(Muth, 1961;

Sheffrin, 1996).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농가의 반응함수를 추정할 때 합리적

기대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사람들의 예측치는 관찰되지 않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7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erlove(1998)가 제안

한 준합적기대(Quasi-rational expectation) 방법을 이용하여 Pte를

추정하였다71). 농가가 완전 합리적 기대(Full rational expectation)에

따라 미래의 가격수준을 예측하려면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

해72)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재배면적 반응함수는 단일 방

정식이므로 Nerlove가 제안한 단일변량 ARIMA 모형만으로도 충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73). ARIMA 모형에 따른 준합리적 기대가격의

69) 농업보조금 정책게임 모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논리이다.

70) Nerlove는 관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별경제주체들의 예측가격을 직접 물

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71) ARIMA모형으로 추정한 쌀 가격의 기댓값을 준합리적 기대가격이라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Nerlove(1998)의 논문(p134~138)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단수는 정부가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댓값을 산출하지 않았

다. 그리고 정부의 쌀 직불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관측치가 12개 밖에 되

지않는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는 기댓값을 도출할 수가 없으므

로 실증분석에서는 적응적 기대가설에 따른 기댓값을 적용하였다. 

72) 마치 복잡한 거시계량경제 모형과 같은 형태의 구조방정식을 경제주체가 풀이하여 미래

값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73) 단일변량 ARIMA 모형 이외에 VAR 모형 등 시계열 예측모형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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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정은 논문의 문맥적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부록에 따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농가가 미래의 시장가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기대형성을 하는 지에 따라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기대, 적응적 기대는 과거 회고적

(backward looking)인 것인데 반해 합리적 기대는 예측을 할 시점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미래정보 등)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것이 어떤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만

들어 내는 근거가 된다.

6. 분석자료

이론적으로 도출된 식 (19)와 식 (24)74)의 추정을 위해 우리나라

쌀 생산농가 총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변수와 그

출처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변수설명 및 통계자료 출처

변 수 단 위 출 처

논벼 재배면적 ha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원/80kg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원/80kg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논 감소면적 ha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수확기 쌀 가격 원/80kg 양정자료

투입재 지수(종자) 2015=100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74) 식 (19)는 단순기대, 적응적 기대가설에 따른 기댓값, 식 (24)는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

른 기댓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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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시계열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7년 동안의 연간 자료

이다. 모든 가격변수나 금액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화 하였다. 27년간 평균 논벼 재배면적은 99만ha, 평균 논감소면적

은 2.7천ha, 쌀 가격(수확기 쌀 평균가격)은 148,413원, 쌀 80kg 당

변동직불금 4,052원(최소 0, 최대 2016년 33,499원), 고정직불금

5,520원(최소 0, 최대 15,873원)이다.

<표 7>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논벼 재배면적 990,825.7 124,853.5 777,872 1,241,803

논 감소면적 27,723.19 14,362.82 12,434 76,271

수확기 쌀 가격 148,413.5 17,717.35 111,410 175,279

투입재지수(종자) 72.78 14.56 46.30 105

고정직불단가 5,520.4 6,411.3 0 15,873

변동직불단가 4,051.9 8,000.48 0 33,499

7. 분석 결과

확률변수에 대한 쌀 농가들의 기대형성이 단순기대(Naive

expectation),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 준합리적 기대

(Quasi-Rational expectation)를 따르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하였

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변동직불제와 쌀 고정직불제로 구분되

어 있고 쌀 생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정직불제도 재배면적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있으므로 고정직불금 변수를 모형

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추세 변수는 본 모형에서 누락

된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쌀 재배면적 결정에 미치는 체계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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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systematic effects)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함수의 추정은 추

정계수가 탄성치로 해석이 용이하도록 로그-로그 형태로 추정하였다.

<표 8> 위험중립 선호 하 쌀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결과

(단순기대 vs 적응적 기대 vs 준합리적 기대)

변 수
단순 기대 적응적 기대 준합리적 기대

모형 (1) 모형(2) 모형 (1) 모형(2) 모형 (1) 모형(2)

log(쌀 기대가격) 0.118** 0.161*** 0.0313** 0.0391*** 0.114** 0.142***

   (0.0550) (0.0496) (0.0134) (0.0132) (0.0494) (0.0465)

log(생산비 지수) -0.108*** -0.0922*** -0.0858*** -0.0719** -0.109*** -0.0933***

(0.0238) (0.0217) (0.0245) (0.0289) (0.0229) (0.0220)

log(논면적
    감소분)

-0.0248*** -0.0326*** -0.0307*** -0.0346*** -0.0245*** -0.0316***

(0.00822) (0.00662) (0.00803) (0.00790) (0.00797) (0.00675)

log(변동직불금
 기댓값)

0.00212** 0.00115* 0.00197**

(0.000742) (0.000596) (0.000783)

log(전년도
     고정직불금)

0.00129 0.000720 0.000991

(0.000972) (0.000906) (0.000999)

추세 -0.0145*** -0.0147*** -0.0158*** -0.0159*** -0.0146*** -0.0148***

(0.00926) (0.00920) (0.00578) (0.00657) (0.00832) (0.00930)

상수항 13.30*** 12.78*** 14.34*** 14.22*** 13.36*** 13.01***

(0.653) (0.605) (0.208) (0.178) (0.587) (0.572)

R-squared 0.991 0.994 0.990 0.990 0.992 0.99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 *는 각각 99%, 95%, 90%에서 유의함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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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농가가 수확기 쌀 가격, 변동직불금 지급예상액에 대해 단

순기대, 준합리적 기대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의 탄성치는 서로 유

사하게 추정된 반면, 적응적 기대를 따른다는 가정에서는 탄성치가

약간 크게 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쌀 생산농가가 세 가지 기대가설에 따라 확률변수 값

을 예측한다고 할 경우, 쌀 기대가격이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은

0.031∼0.161로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결과는 다소

낮게 추정된 면이 없지 않으나 쌀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논 면적 변화가 쌀 가격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생산비의 탄성치는 –0.11∼-0.07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생산비 1% 상승에 따라 재배면적은 최대 0.1% 감소한다는 의

미이다. 논 면적 감소의 탄성치는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논

면적이 감소할수록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쌀 고정직불금 1% 상승은 쌀 재배면적을 0.00072%∼0.0012% 상

승시키고, 변동직불금 1% 상승은 0.00099%∼0.0021% 면적상승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정직불금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변동직불금 추정계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쌀 농가가 재배면적을 선택하기 전에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해의 변동직불금 수준(단순기대), 지난 3년간

의 이동평균 변동직불금 수준(적응적 기대)을 다음해의 변동직불금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여 재배면적 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쌀 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와 관련하여 고정직불금에서는 생산왜

곡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변동직불금에서는 생산왜곡 효과가 존

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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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는 앞서 논의한 순차게임의 논

의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준합리적 기댓값에 따른 분석결과

는 쌀 생산자가 합리적 기대가설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정부의 쌀 직불제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쌀 직

불제의 생산왜곡효과는 이 정책이 목적한 바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겨난 효과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낮은 수준으로 계측되기는 하였으나 생산왜곡이라는 부작용이 발생

하는 원인을 선행연구75)와는 다른 시각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농가와 정부와의 쌀 직불제 순차게임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

른 기댓값을 형성하는 농가는 자신의 정보집합에 정부의 최적 쌀

직불제 선택과정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준합리적 기대를 적용하여

제시된 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비록 분석결과가 단순기대나 적응적 기대를 반영한 결과와의 탄성

치 크기차이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보이나, 생산왜곡이 쌀

직불제의 시간일관성 문제(time consistency problem)로 인해 발생

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쌀 농

가가 미래의 기댓값을 형성함에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따

라 다르게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어떤 농가는 정부의 최적 재배면

적 결정함수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기대 형성방식이나 적응적 기대

형성 방식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쌀 농가가 합리적 기대형성 방식

을 따른다고 한다면 쌀 보조금 정책의 시간일관성 문제로 인해 정

부의 최적 쌀 직불금 결정은 언제나 준최적(sub-optimal)이 될 수밖

에 없다.

75) 사공용(2010)의 연구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왜곡 발생 원인을 쌀 생산농가의 

제도이해 부족으로 판단하였다. 



- 68 -

8.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농업구조, 농가구조 변화, 농업예산을 살펴

보면서 정책대상이 단체, 지역, 공공부분에서 최근 개별농가에 소득

이전 효과가 높은 정책들의 비중이 증가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개별

농가가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 졌음

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대상인 쌀 소득보전직불제 역시 개별농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해당된다. 그리고 농가의 기대형성 방식이 다르

다면 정부정책에 대해 다른 반응 보인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과거 회

고적(backward looking) 기대형성 방식인 단순기대와 적응적 기대를

살펴보았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알 수 있는 미래를 포함

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기대를 형성하는 합리적 기대를 검토하였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농가라면 어떤 생산결정을 하는지 순차게임을

적용한 이론모형으로 검토해 보았고, 과거 회고적 기대방식과는 다

른 선택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토

대로 세 가지의 기대형성방식에 따른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왜

곡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대형성 방식

에 따른 쌀 재배면적 탄성치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이외

에 다른 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단순기대와 적응적 기대에서

는 알 수 없는 생산왜곡효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 기

대를 통해 할 수 있었다.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본 논문의 논지를

토대로 한다면, 생산왜곡은 쌀 정책의 시간일관성 문제(time

consistency problem) 때문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을 따르는 농가는

자신의 소득극대화를 위해 매우 합리적인 선택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쌀 농가의 합리적 선택 결과로 인해 정부의 쌀

정책은 사회 후생적 측면에서 항상 최적이 아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적함수를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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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최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가의 최적 선택행위를 반영

해야 한다. 쌀 농가의 농업소득 안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정책이 쌀 농가의 선택행위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쌀 정책이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Kydland and

Prescott(197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없는 정책

원칙(Rule)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을 고수

한다는 신뢰를 쌀 농가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합리

적인 쌀 농가가 정부가 원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기대를 형성하고

이를 생산에 반영할 수 있다. 쌀 고정직불금은 현재 ha당 100만원,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시장가격차의 85% 수준에서 지

급된 고정직불금을 제하고 지급되도록 되어있으며 5년마다 목표가

격을 재산정 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정직불금 인상

문제나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변경과 관련하여 제정된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원칙

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생산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가의 기대에 따른 선택행위가 정책

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형은 대표적인 쌀 생산 농가를 상정하였으

므로 다양한 개별 쌀 농가의 선택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

진다. 또한 모형이 기대소득 극대화 모형이므로 쌀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개별 쌀 농가는 항상 쌀 가격하락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

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평균적인 대표농가

가 아닌 개별 농가의 선택행위를 검토하는 것과, 위험 중립성 가정

을 완화하여 분석할 경우 본 논문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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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확기 쌀 시장가격 예측(준합리적 기대가격)

준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른 쌀 기대가격 추정에 이용된 쌀 가격자

료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자료이다. 우선 추정할 가격자료

가 정상성(stationary)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실질)쌀 가격 자료는 하락추세를 보이며, 2000년 이후부터는

2〜3년 마다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비정상

(non-stationary)시계열의 가능성이 있다. 쌀 가격의 1계 자기상관계

수는 0.813으로 1에 가까워 단위근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다. 통계적 검정 방법인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에서

t-값은 –0.293로 나타나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10% 유의

수준에서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쌀 가격 시계열 자료는 단위

근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그림 1> 수확기 쌀 가격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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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 수확기 쌀 가격 자기상관계수

<부표 1> 쌀 가격의 ADF 검정 결과(수준변수)

구분
Test

statistic
1% 임계값 5% 임계값 10% 임계값

쌀 가격 -0.293 -3.750 -3.000 -2.630

이상과 같이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지는 경우 수준변수를 이용한

단순 OLS는 추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차분변수

(differenced variable)를 이용하여 쌀 가격을 예측하였다. <부그림

3>은 쌀 가격을 1계 차분한 시계열로 확률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어

렵다. <부표 2>의 차분변수에 대한 ADF 검정결과에서도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그림 3> 1계 차분(difference)한 수확기 쌀 가격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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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쌀 가격의 ADF 검정 결과(차분변수)

구분
Test

statistic
1% 임계값 5% 임계값 10% 임계값

쌀 가격 -3.796 -3.750 -3.000 -2.630

차분한 시계열이 정상성을 가지므로 ARIMA 모형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최종 분석모형을 선택하기 전에 ARIMA(1,1,1) 모형(식

(1-1))을 임의로 선택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식(1-1) ∆    ∆    

분석결과76)를 살펴보면 ∆의 계수인 와 상수인 만 유의하

고 의 추정계수()와 추정계수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MA항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AR 모형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   ∆   
   
   

최종적인 분석 모형은 위의 결과에 따라 몇 가지 AR 모형을 설

정한 후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및 BIC(Bayes

Information Criterion) 정보기준에 의해 결정하였다. 먼저 1차 차분

종속변수(∆)에 대해 아래의 4개 모형을 설정하고 AIC, BIC 기준

이 가장 낮은 모형 2를 선택하였다.

76) (  )는 표준오차, [  ]는 P값을 의미한다.



- 73 -

모형 1: ARMA(1,1)77)

모형 2: ARMA(1,0)

모형 3: ARMA(2,0)

모형 4: ARMA(3,0)

<부표 3> AIC, BIC 정보기준에 따른 ARIMA 모형 선택

Model 관측수 ll(null) ll(model) 자유도 AIC BIC

모형 1 26 . 34.32859 4 -60.65717 -55.62478

모형 2 26 . 33.89659 3 -61.79317 -58.01888

모형 3 26 . 34.80295 4 -61.60591 -56.57352

모형 4 26 . 35.33418 5 -60.66836 -54.37787

최종선택 된 ARMA(1,0)(=ARIMA(1,1,0))모형으로 쌀 가격을 예측

하였다. 예측력 검정은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행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제곱근 편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78), 평균 절대 비율오차(MAPE: Mean Absolute

Percent Error)를 사용하였다. ARIMA 모형의 예측오차 값은 약

13,700원 정도이며 실제 관측값과의 오차율(Error rate)이 7.4% 정도

이다.

모형을 통해 추정된 쌀 가격을 준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른 기대가

격으로 보고 쌀 재배면적 반응함수를 추정하는데 이용하였다.

77) ARMA(1,1)모형은 종속변수가 차분변수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ARIMA(1,1,1)과 동

일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모형 2, 3, 4는 각각 ARIMA(1,1,0), ARIMA(2,1,0), 

ARIMA(3,1,0)과 동일하다. 

78)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실측값, 은 예

측값을 의미한다. 계산된 값을 통해 모델이 현실예측을 얼마나 잘 하는지 판단하는 오차

값이다. 그러나 RMSE는 예측대상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MAPE는 예측대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델의 오차율을 계산할 수 있고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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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수확기 평균 쌀 가격과 ARIMA 예측 쌀 가격(명목)

단위: 원, %

구분 수확기 평균 쌀 가격(명목) ARIMA 예측 쌀 가격(명목)

2005 140,028 161,177

2006 147,715 136,359

2007 150,810 148,546

2008 162,307 154,026

2009 142,360 163,491

2010 138,231 139,825

2011 166,308 139,208

2012 173,779 169,461

2013 174,707 172,429

2014 166,198 172,555

2015 150,659 161,933

2016 130,411 146,269

RMSE 　 13,772.68

MAPE 　 7.41

<부그림 4> 수확기 평균 쌀 가격과 ARIMA예측 쌀 가격(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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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논문]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농가소득 지원, 경영위험 완화 등을 위해 각종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97), 친환경농업

직불제(’99), 조건불리지역직불제(‘04), 경관보전직불제(’05), 쌀 소득

보전직불제(‘05), 밭농업직불제(’12) 등 다양한 직불제도를 나름의 정

책목적을 가지고 도입·시행중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주식인 쌀의

완전한 시장개방 우려 등으로 농가의 불안감이 증폭하였고, 이에 대

한 많은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후 양정제도 개편을 통해 약정수매제

도를 폐지하고,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

금으로 구분하여 시행중이다. 쌀 고정·변동직불금은 그 동안 기준단

수 조정, 고정직불 단가인상, 변동직불 목표가격 재설정, 관련 법·제

도 정비 등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지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산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쌀 직불금에 대한 논란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꾸준

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에만 너무 많은 보조금이 집중되기

때문에 농업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주장, 직불금의 지주귀속으로 소

득안정화 효과가 상쇄된다는 주장, 직불금이 생산과 연계된다는 주

장 등이 핵심적인 논점이다. 2016년에는 쌀 가격하락에 따라 지급되

는 변동직불금의 규모가 감축대상보조금 총액(AMS)를 넘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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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등 쌀 직불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79)에 정해진 대로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2018년산 쌀부터 196,000원으로 목표가격을 올린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농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

다.

한편, 많은 논쟁 중 쌀 직불금이 생산과 연계(coupled)된다는 주장

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쌀 직불제도 설계의 특징에서 비롯된

다. 고정직불금은 쌀시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금 보조 정

책이지만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 증가분이 부의 자산효과

(wealth effects)로 인하여 생산왜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쌀 변

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해야만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원천적으로 생

산과 연계되어 있고, 또한 목표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쌀 가격이 목

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5%를 정부가

보상을 해주므로 생산을 더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된다는 의견이다.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논점들 중에서 생산연계성 부분은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형

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직불제가 생산, 또는 재배면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생산연계효과가 발생

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역시 많지 않다.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의 생

산연계효과는 현재진행 중인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 재설정이나 고

정직불금 인상 등과 관련된 논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면밀히 실증분석

7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에 따라 5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변경해야 한다. 2013년산 쌀부터 2017년산 쌀까지 설정된 목표가격은 

188,000원으로 고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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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연계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 이것이 과연 제도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

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이론모형을 토대로 쌀 고정·변동 직불금의 생산연계효

과를 계측해 본다. 그리고 생산연계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1논문

의 결과를 토대로 재해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6개의 절로 구분된다. 1절과 2절에서는 쌀의 생산연계

효과 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절은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를 검토한다. 이어 4절에서는 위험기피선호를 반영

한 모형을 구축하고 개별농가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5절에서

살펴본다. 마지막 6장에서는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정리하며 정책적

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소절에서는 직불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생산연계효과를 검토

한 실증분석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해외의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

EU, 캐나다와 같이 쌀 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Becker and Judge(2014)는 인디카 쌀 주산지 3개 지역의 12년간

패널자료(1997년〜2008년)를 이용하여 생산비연계(decoupled) 직불

로 평가받아왔던 직불제(생산탄력계약직불(PFC), 직접지불(DP),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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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실보전직불(MLAP))와 가격보전직불제(CCP)의 생산왜곡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든 직불제가 세 지역 모두에서 쌀 재배면

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인디카

쌀 재배면적의 51%를 차지하는 알칸사스 주에서 생산연계효과가 가

장 큰 것(생산비연계직불-알칸사스주 0.194, 미시시피주 0.079, 멕시

코만 0.092, 생산연계직불-알칸사스주 0.045, 미시시피주 0.039, 멕시

코만 0.027)으로 추정되었다. Girante et al.(2008)은 캔사스주 농가자

료를 이용하여 통합(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통해 생산

비연계(decoupled) 직불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콩, 옥수수, 밀

재배면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Kim(2008)은 우리

나라의 고정직불제와 유사한 미국의 생산탄력계약직불(PFC)과 직접

지불제(DP)가 콩, 옥수수 생산과 연계되어있는지 농가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위험회피선호(risk preference)

변화에 따른 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미국 콩, 옥수수의 생산연계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Mary(2013)는 농가부채 제약하에서 유럽의 농가단

위직불(SFP)과 미국의 가격보전직불제(CCP) 중 어떤 직불제가 더

생산을 왜곡하는지 동태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농가단위직불제는 우리나라의 고정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는 변동직

불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두 직불제 모두 기존의 연구들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생산왜곡 효과가 있으며, 가격보전직불제의 생산왜곡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Goodwin and Mishra(2006)은 직불금

이 미국 농가의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생산왜곡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산 비연계 직불(AMTA

payment: 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에 따른 지불)은 미약

하지만 생산연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MLA: Market Loss Assistant paymen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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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TA보다 더 큰 생산왜곡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Bakhshi and Gray(2012)는 WTO Green Box 보조로 분류되어 있

는 캐나다 농가지원 프로그램이 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 실증

분석하였다. Chavas and Holt(1990)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안정화효과(insurance effect)가 농가의 자

원배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농가지원

프로그램이 분석대상인 9개 품목의 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vas and Holt(1990)는 미국 옥수수, 콩 재배농

가가 재배면적을 결정할 때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영

향을 주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대표농가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제약을

감안한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불확실성(risk)과 부의 자

산효과(wealth effect)가 농가의 재배면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의 지지가격 상승은 해당

품목의 기대가격을 상승시키고, 분산을 하락시켜 해당품목의 재배면

적을 늘리며 대체품목의 재배면적 하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ennessy(1998)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입은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득지지 프로그램의 생산

효과를 3가지(자산(wealth), 안정화(insurance), 연계(coupling))효과

로 분해하였고 아이오아주 옥수수 농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

션 분석하였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정도가 감

소한다면 비연계(decoupled) 정책일지라도 그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Young, Westcott(2000)은

미국의 4가지 주요 농업정책(생산탄력계약(PFC: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 작물보험(crop insurance), 마케팅론

(marketing loan), 재해지원(disaster assistance))을 기존의 연구결과

들을 토대로 농업생산과 무역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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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직접지불 또는 지원정책은 중복되는(overlap) 경향이

있고 생산자의 생산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된 농작물 생산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실증분석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다. 사공용(2007)은 쌀 생산

비용의 차이로 인해 농가가 직불제에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연계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효과는 크지 않으나 시장가격에 따라 효과가 다름을

주장하였다. 사공용(2010)에서는 직불제가 쌀 생산과 연계되기 때문

에 초과공급이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정직불

금으로 인해 논벼 재배면적이 1.8만 ha,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3.4만

ha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원인은 고정 및 변동 직불제에 대

한 쌀 생산농가의 이해부족으로 결론 내렸다.

안병일(2015)은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해 최적의 쌀 재배면적 반응

함수를 축약형(reduce form)으로 도출하였고, 총량자료를 활용하여

직불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불확실한 시장가격이나 변동직불

금에 대한 농가의 기대형성을 단순기대가설, 적응적 기대가설을 따

른다는 가정하에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정직불금은 생산연

계효과가 없으며, 변동직불금은 연계효과가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제한적임을 보였다. 이용기(2006)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쌀

직불제가 쌀 생산과 얼마나 연계되는지 검토하였다. 불확실성을 고

려했을 때 변동직불금은 생산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 허용보조

(Green box)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변동직불을 고정직불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직불

금과 변동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변동직불금

만 생산연계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혼재한다. 해외의 선행연구에

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정 및 변동직불제도 모두 생산연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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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나 생산연계의 정도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한편, 분석방법론 상으로는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방정식을 추정하

여 생산연계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방정식의 도출은 불확실성을 감

안할 수 있는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을 주로 이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가수준

의 총량 자료, 둘째는 지역별 자료, 셋째는 개별농가 자료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총량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대부분이고,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별자료, 개별농가의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최

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계수의 추정방법은 자료의 특징에 따라

OLS, Pooled OLS, 패널분석모형, GMM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3. 분석자료 검토

3.1. 총량 자료

실증분석을 위해 가장 쉽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총량자료

로 생각된다. 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 검토에 요구되는 변수는 분석

모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국가전체

논면적, 생산비용, 생산비 지수, 수확기 쌀 평균가격, 연평균 쌀 가

격, 고정 직불금 및 변동 직불금 지급총액, 단위당 지급액 등의 자

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료는 통계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계열 단절이 없는 일관된 형태의 총량 변수를 확보하기

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시계열 단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관의 변경(예로 2008년 농업 통계업무의 통

계청 이관에 따른 단절), 생산여건 변화에 따른 조사항목의 추가 또

는 삭제 등으로 요구되는 변수의 장기간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연간자료이므로 대규모 표본을 얻는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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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총량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쌀을 하나의 대표농가가

재배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

된 결과는 다양한 쌀 농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그러나 총량자료 활용의 적절한 분석방법을 전제로 이러한 접

근법은 정책의 효과분석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2.2. 개별농가 자료

우리나라 쌀 개별농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통계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표본)이며, 두

번째는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모집단) 자료이다.

두 자료 간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농업경영체등록조

사가 농가경제조사의 조사항목에 비해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두 조사의 조사방법이 서로 다른데, 농업경

영체등록조사는 각종 농업정책 혜택을 얻기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

로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농가경제조사는 통계청의 통계 조사원이

매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기록하고 합산하여 연간자료 형태로 공

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조사의 추정소득 및 자산, 부채는 농업법인(영농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상조사이

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모집

단 자료이므로 농가가 정직하게 등록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자료의 농가 수, 면적 등과 차이를 보여 혼란

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각종 직불금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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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실제 면적에 대한 농산물품질

관리원의 현장 이행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쌀 재배면적 등 신뢰도가

높은 항목도 있다.

반면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자료로써 조사원이 매달 표본농가를 방

문하고 자료를 취합하므로 적어도 농가수지, 자산 측면에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중요도가 높은

항목인 고정 및 변동직불금 등 정부의 정책지원 금액을 명확히 파

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수령하는 표본농

가가 정확히 얼마를 직불금으로 받았는지 파악이 어렵다. 통계청에

서는 이들 항목을 별도로 조사는 하고 있으나, 농업투자보조금(고정

직불금), 농업잡수입(변동직불금) 항목에 포함시켜 공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불금 수령액이 명확치 않기는 하나 농가경제조

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변동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를 별도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표 1> 농가경제조사와 농업경영체등록조사의 항목비교

구분 농업경영체등록조사(2015년 기준) 농가경제조사

0. 조사대상과 
주기

§ 대상: 전 경영체(약 160만)
§ 주기: 수시 등록

§ 대상: 표본 농가(2-3,000)
§ 주기: 매년, 5년마다 표본 갱신

1. 가구원 및 
고용인

§ 경영주 : 성명, 성별, 연령, 국적,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주민등록번
호, 전화번호, 영농이력(취업동기, 농업 
종사기간), 전겸업여부, 은행계좌

§ 경영주외 농업인 : 성명, 성별, 국적, 
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
농이력(취업동기, 농업 종사기간), 전겸
업여부,  은행계좌

§ 농업 외 종사자 : 성명, 생년월일, 경영
주와의 관계, 직종

§ 기타 동거인 : 성명, 생년월일, 경영
주와의 관계

§ 경영주: 성별, 연령, 국적, 교육, 국
적, 주소(시, 도), 영농이력(취업동
기, 농업 종사기간), 산업, 직업, 전겸
업여부, 노동능력 

§ 경영주외 농업인 : 성별, 국적, 경
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취업동기, 
농업 종사기간), 산업, 직업, 전겸업
여부, 노동능력 

§ 농업 외 종사자 : 성별, 국적, 경영
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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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농가경제조사의 ‘*’항목에 관해서는 <표 2> 참조

2) 밑줄 친 항목은 농업경영체등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자료: 이태호 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연구」. 2015의 내용을

수정함.

구분 농업경영체등록조사(2015년 기준) 농가경제조사

2. 경종작물 
생산 현황

§ 약 850 품목
§ 경지번호, 경지소재지, 지목(공부상, 

실제), 경영형태(자경, 공유, 임차), 
경지면적(공부상, 실제, 미 이용), 재
배품목별 재배면적(노지, 시설), 시설
현황(단동/연동, 유리/경질판/비닐, 
경유/등유, ICT), 경지소유주 성명

§ 대분류(10여 품목), 영농형태(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
산, 기타농가)

3. 가축 생산 
현황

§ 약 60 품목
§ 경영형태(자영, 임차), 용도, 가축종

류, 사육규모(마릿수/군/㎡)
§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 주소, 공부 및 

실제 면적

§ 품목수(10개 미만)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
공

§ 유통: 품목(대분류)별 판매금액, 판매
처별 비율

§ 가공: 품목(대분류)별 판매금액

5. 추정 소득 
및 자산·부
채

§ 추정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 농업 외 소득 : 겸업, 급여, 자본, 이전, 

비경상 소득
§ 자산 :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 부채 :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 전·겸업(전업농가, 1종겸업, 2종겸
업), 주·부업(전문, 일반, 부업, 자
급농가)

§ 농가자산과 부채(총액, 세부항목)*
§ 농가소득(총액, 세부항목)*
§ 농가지출*

6. 쌀소득등
보전직접지
불금·밭농업
보조금·조건
불리보조금

§ 경지소재지
§ 보조금 종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금(고정/변동), 밭농업보조금, 조건
불리보조금

§ 대상경지여부 : 전년도 논재배작물,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기간

§ 지급·신청 면적 : 전년도 지급면적(농업
진흥지역 안/밖), 금년도 신청면적(농
업진흥지역 안/밖, 동계/하계/이모작)

§ 고정직불금은 농업투자보조금에 
통합

§ 변동직불금은 농업잡수입에 통합



- 89 -

<표 2> 농가경제조사의 조사항목

구분 변 수

지역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유형
전·겸업(전업농가, 1종겸업, 2종겸업), 주·부업(전문, 일반, 부업, 자급
농가), 가구원규모, 영농형태(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
산, 기타농가), 경지규모, 경영주연령 

농가자산1)

농가자산,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토지(면적, 평가액), 건물
(면적, 평가액), 구축물, 기계기구, 대동물, 대식물, 유동자산, 재고자
산,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당좌자산, 현금, 예금, 
보험금, 계, 빌려준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농가부채 농가부채, 차입금, 미불금 및 선수금, 고정부채,  유동부채, 금융기관, 
개인,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농가수지

농가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농가순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업총수입(농작물수입, 축산수입, 농업잡수입), 농업경영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겸업소득(겸업수입, 겸업지출), 사업외소득(사업외수입, 사업외지출), 
가계지출(소비지출2), 비소비지출3)), 농가처분가능소득, 농가경제잉여, 
농작물수입(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채소, 과실, 화훼, 특작및기타, 농작물부산물), 
축산수입(대동물, 소동물, 축산물, 축산부산물), 잡수입(농업피해보상금, 기타), 
재료비(종묘비,비료비,농약비,동물비,사료비,기타), 노무비, 
경비(광열비, 수선및농구비, 임차료,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및부담금,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농업부문보험료, 유통비용및기타경비), 겸업수입·
지출(임업및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겸업),  사업외수입(근로수입(농
외임금, 농업노임), 자본수입(농지임대, 기타자본)), 
사업외지출(농외취업비용, 자본수입관련비용), 이전소득(공적보조금(농업
보조금, 기타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주 1)농가자산=비유동자산(고정자산)+유동자산

고정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유형자산=토지+건물+기계/기구/비품+대식물+대동물

무형자산=경작권+어업권+영업권+전세권+기타

유동자산=당좌자산+재고자산

재고자산=미처분 농축산물+미사용 구입자재+소동물

당좌자산=현금+예금+보험금+계+빌려준돈+유가증권+미수금+선급금

2)소비지출=식료품및비주류음료+주류및담배+의류및신발+주거및수도광열비+가정용

품및가사서비스+보건+교통+통신+오

락문화+교육+음식숙박+기타상품및서비스+감가상각비+보험

3)비소비지출=조세및부담금+공적연금납부금+사회보험납부금+이자+가구간이전+비영

리단체이전

자료: 이태호 외, 「농어가경제조사 조사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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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추정

4.1. 분석 모형

여기서는 제2논문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제2논문에서는 농가의 쌀 재배면적 결정에 생산 및 가격의 불확실

성으로 인한 위험기피 선호(Risk preference)가 고려되지 않았다. 제

2논문에서는 농가가 위험 중립적(Risk Neutral)인 선호체계를 가지

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기피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동직불금의 소득 안정화효과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농가는 생산 및 가격의 불확실성에 항상 직면한다. 미

래의 가격, 이윤, 소득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생산결정을 해야 한

다. 여기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위험을 고려할 수 있는 기

대효용극대화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을 활용하면

기댓값 극대화 모형의 위험중립적인 가정을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는 Chavas and Holt(1990)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모형을 활용한다.

농가는 주어진 예산제약, 부존자원 제약(농지면적)하에서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변수(A, G)를 선택함을 가정한다.

식 (1)   

 
  



 
 



 

 

여기서 i는 생산품목, A는 재배면적 벡터, G는 농가의 재화구입

량, I는 (외생적) 소득(wealth), p는 산출물(쌀) 단위당 가격, Y는 쌀

단수, c는 단위당 생산요소 가격, q는 구입재화의 가격, E는 기대연

산자, U(·)는 효용함수를 의미한다. 첫 번째 제약조건은 농가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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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제약, 두 번째 제약조건은 부존자원(면적) 제약이다.

선택변수가 2개인 극대화 문제는 첫 번째 제약조건을 목적함수에

대입하고 구입재화 가격인 q로 표준화(normalize)하면, 다음과 같이

최적면적 A를 선택하는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식 (2)  
  



  

여기서  ,   이다. 선택변수인 A는 생

산을 결정하기까지 농가가 직면한 시장가격(p)과 단수(Y)에 대한 확

률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문은 쌀 품목 하나만을 분석 대상으

로 하므로 보다 식을 간단히 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프라임(′) 부호가 붙은 변수는 구입재화 가격으로 나누어 실질화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한 변수이다.

식 (3)   ′′′   

따라서 최적의 재배면적 A*는  ′(초기 부(wealth)), ′(쌀 기대 가

격), (쌀 단수), ′(쌀 단위면적당 생산비용), 그리고 ′와 가 주

관적 확률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로 불확실성을 띄게 되므로 (′,
의 2차 또는 3차 적률(moment))에도 의존하게 된다. 식(3)의 기대

연산자 E는 확률변수 ′, 에 관한 것이고, 농가의 쌀 재배면적 결

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information)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진다.

이처럼 기대효용(EU) 극대화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

것을 축약형(reduced form)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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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 ′ ′ 

위 식을 추정하면 각각의 변수를 통해 자산효과(wealth effect),

기대가격 효과(평균효과), 분산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8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이 재배면적에 어

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축약형 함수를 식(5)과 같이

변형하였다.

식 (5)  
    

여기서 는 t시점의 쌀 가격, 는 t시점의 생산요소 가격, 

는 t시점에 농가가 수령하는 쌀 고정직불금, 는 생산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농가가 보유한 부(wealth)의 수준을 의미한다. 는 쌀 재배

면적을 결정할 시점에 농가가 가진 정보(기댓값, 분산 등)에 조건부

로 그 값이 결정되는 확률변수이다. 는 수확기 쌀 가격의 분산을

의미한다.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82)이 존재한다. 법률에 정해진

(80kg 가마당)쌀 목표가격 아래로 시장가격이 떨어질 때 그 부족분

의 일부를83) 정부가 보상하므로 농가가 인식하는 수확기 쌀 가격의

80) 제2논문에서와 같이 단수(Y)는 변동직불금액, 고정직불금액 결정시 반영되므로 분석모

형에서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실증분석 모형에서 직불금 변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수에 관한 예측치, 분산 등을 모형에 반영하여 

확률변수간의 공분산 관계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

겨둔다.

81) 추정식의 도출과정은 Chavas and Holt(1990)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82) 2005년산 쌀부터 2012년산 쌀까지 170,083원, 2013년산 쌀부터 2017년산 쌀 까지는 

188,000원의 목표가격이 정해져 있다. 2018년산 쌀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이 적용된

다. 

83)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쌀 80kg 가마당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 쌀 농가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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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는 절단된(truncated) 형태84)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농가

가 생각하는 쌀 가격의 기댓값에 영향을 주게 되고, 분산을 낮추어

쌀 수입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Chavas, 1983; Chavas

and Holt, 1990; Holt and Johnson, 1989). 이러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Chavas and Holt(1990), Bakhshi and Gray(2102)의 연구에서

와 같이 절단된(truncated) 쌀 가격의 분산을 구하여 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는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의미하는 대리변수

로 활용하였고, 고정직불금()은 그 특성상 정부가 쌀 농가에게

매년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고정직불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자산효과

(wealth effect) 또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계측하기 위한 변수

로 포함하였다.

4.2. 분석자료

본 소절에서는 농가경제조사를 활용, 개별 쌀 농가자료를 분석 자

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이며 개별

농가 자료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매 5년마

다 표본이 단절되므로 장기간의 패널 분석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8년∼2012년, 2013년∼2017년간 중·단기의 패널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개별농가

84) 절단된 평균, 분산, 공분산의 도출과정은 Chavas & Holt(1990)의 논문에 자세히 언급

되어 있고 부록에 제시하였다. 절단된 평균, 분산의 개념적인 부분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절단된 확률변수는    if    if  ≥
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장가

격()이 목표가격()보다 작다면 확률변수 는 로 나타나고, 시장가격()이 크다

면 확률변수 는 로 나타난다. 이때 실제 관찰된 시장가격과 농가가 쌀 한가마당 직

면한 가격은 목표가격으로 인해 달라진다. 이로 인해 절단되지 않은 가격수준에서의 평

균, 분산값은 절단된 가격, 분산값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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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풀링하여 분석하였다85). 따라서 패널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특정 쌀 농가의 시간 변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표 3> 변수설명 및 통계자료

변 수 단 위 출 처

논벼 재배면적 ha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한

계산값

고정직불금 수령액 원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한

계산값

변동직불금 수령액 원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한

계산값

수확기 쌀 평균가격 원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쌀 경영비 원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가자산 원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자료에서 관찰되는 변수를 본 논문에 그대로 사용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신뢰

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 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농가경제조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면적변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는 경지규모 변수, 둘째는 지목별(논-일모작,이모작, 일반밭, 과수원,

묘포등, 임야, 대지, 기타) 면적 변수이다. 경지규모는 범주형 변수이

므로 개별 쌀 농가의 정확한 논 면적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두 번

째, 개별 쌀 농가의 논 면적은 지목별 논면적(일모작+이모작)을 통

85) 쌀 농가만을 추출하여 균형패널을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중간에 

패널이 유지되지 않는 농가가 많고 분석기간이 짧아 연구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기가 어

려웠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분석에 이용된 연간 관측치는 쌀 농가로 

동일(homogeneous)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쌀 재배면적의 감소 추세를 따로 

통제하기 위해 추세(trend)변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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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산된 면적의 경우, 논벼 재배면적을 과다 추정

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변동, 고정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변동직불

금은 쌀 생산을 조건부로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어떤 농가가 논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혀 생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산을 했다하

여도 변동이나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적을 변동직불금 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86).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변동직불금이 쌀 생

산을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에서 착안하여 농가별 “미곡 수입액”변수

에서 재배면적을 도출하였다87). 따라서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되는

논면적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직불금 지급 대상 쌀

재배면적을 분석에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

는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 수령액을 농가별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는 것이다. 농가경제조사 조사표에서는 변동직불금 항목과 고정직불

금 항목을 따로 조사하고는 있으나 다른 항목들과 통합되어 제공되

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정확한 직불금 수령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쌀

고정직불금은 경상적인 보조금이므로 공적보조금(농업투자보조금),

쌀 변동직불금은 농업잡수입 항목에 포함되어있다(<그림 1>참조).

86) 실제로 관찰된 논 면적을 종속변수로 하면 변동직불금의 쌀 재배면적 증가효과가 과다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7) 쌀수입은 P*Y*L인데 P와 Y는 알려져 있으므로 재배면적 도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P는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전국 평균 쌀 가격(80kg당), Y는 단수, L은 면적이다. 분

석기간의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이용되는 단수는 2008년~2012년 61가마/ha, 

2013년~2016년 63가마/ha 이다. 따라서 개인 농가별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을 보

다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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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가경제조사의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 분류

주) 쌀 변동직불금은 농업잡수입, 쌀 고정직불금은 농업보조금 항목으로 분류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6. p149.

농업잡수입이나 농업보조금 변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하기에는 다

른 항목88)이 포함되어있어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

서 계산된 농가별 재배면적을 토대로 재 산출된 고정 및 변동직불

금 수령액을 사용하였다. 단, 이렇게 계산된 값이 0이 아니지만 농

가경제조사 자료의 공적보조금(농업투자보조금), 농업잡수입이 0인

농가는 고정/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 산출된 변수 중 농가별 고정직불금 수령액 변수는 지급대상

면적이 쌀 생산을 조건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은 계산된 변동직불금 수

령액을 추출한 표본농가들의 원래 논 면적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관찰된 논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 휴경을 하거나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88) 농업잡수입 항목에는 쌀 고정직불금 뿐만 아니라 FTA피해보상금 등 경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역시 비료, 농약 등 농업투자보조금과 기

타공적보조금 항목으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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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쌀 농가자료의 변수별 기초 통계량는 <표 4>과 같다. 표본

쌀 농가들의 평균 쌀 재배면적은 약 1.5ha이고, 농가당 고정직불금

수령액은 평균 120만원, 변동직불금 평균 수령액은 약 55만원이며,

평균 자산규모는 3억 8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별농가 자료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논벼 재배면적(ha) 1.54 1.94 0.03 24.61

수확기평균쌀가격(원/80kg) 156,694.6 14,902.8 129,807 175,279

단순기대 쌀가격 158,004.8 12444.18 138,231 174,707

적응적기대 쌀가격 156,616.3 9493.01 146,184 171,598

합리적기대 쌀가격 157,569.9 12364.97 139,208 172,555

절단된가격분산(단순기대) 12143431.4 11998361.2 102251.5 28214104.8

절단된가격분산(적응적기대) 13792723.3 10660320.3 351860.1 24193329.0

절단된가격분산(합리적기대) 12094707.4 12257218.4 208922.3 29089196.1

쌀농가 경영비(원/ha) 15,756,612 18,953,357 415,990 204,994,800

고정직불금 수령액(원) 1,236,033 1599824 21,064 17,230,694

변동직불금 수령액(원) 549,870.2 1257905 0 18,060,426

자산규모(원) 383,330,832 461,978,193 2,799,754 10,398,046,208

주: 자산규모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4. 분석 결과

본 소절의 분석결과는 개별 쌀 농가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risk

preference)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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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도출된 식(5)를 추정한 것이다.

총량자료를 활용한 제1논문의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농가의 기

대형성이 단순기대, 적응적 기대, 준합리적 기대를 따르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risk preferences)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

는 부(wealth)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면, 생산결정 또는 재배면적

결정에 부(wealth)가 영향을 줄 수 있다(Chavas, 1990; Goodwin,

2006).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쌀 농가의 자산(asset)을 분석모

형에 포함하여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

도설계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decoupled) 고정직불금은 쌀 농가가

농지를 보유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부(wealth)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배면적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자산변수(asset)와 함께 고정직불금 변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 소절에서 언급한 변동직불금의 목

표가격으로 인해 절단된 형태를 가지는 쌀 가격의 분산값(절단된 분

산)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 변수를 통해 각 기대형성 방법(단순, 적

응적, 준합리적 기대)에 따른 개별 쌀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검

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추가적인 효과 분석도 병행하였다. 우선, 쌀 재배 규모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것과, 쌀 농가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다르게 결

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쌀 재배면적 규

모더미와 쌀 전문농 더미를 추가하였다. 특히 쌀 재배면적 규모더미

는 고정직불금과 상호작용변수 형태로 도입되어 고정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규모별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모형을 설

정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목표가격이 170,083원에서 188,000원으로

인상된 효과(쌀 가격지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목표가격 더미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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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표 5>은 단순기대 하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쌀 재

배면적 반응함수의 기본 모형으로 고정직불금 변수나 자산, 더미변

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이며, 모형 (2)는 고정직불금 변수, 규모더

미, 농가자산, 쌀 전문농 더미를 포함한 모형, 모형 (3)은 모형 (2)에

목표가격 인상더미를 포함한 모형이다.

재배면적 가격탄성치는 1.12∼1.29로 유의하며 제1논문의 위험중

립적 가정에 비해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쌀 농가가 위험을

고려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그러한 위험을 낮춰

주는 제도(변동직불제)를 시행 중이므로 시장가격에 대해서 탄력적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항인 고정직불금 및 절단된 가격분산의 추

정계수는 각각 0.031, 0.06∼0.08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왜곡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재배면

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Becker

and Judge(2014), Girante et al(2008), Mary(2013), Goodwin and

Mishra(2006), Chavas and Holt(1990) 등의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쌀 생산을 전제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에 비해 생산

왜곡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시장가격이 절단된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으로 인한 것이다. 즉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가격 또는 수입의 안정화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생

산왜곡 효과가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고정직불금과 규모더미의 상호작용효과는, 고정직불금도 생산왜곡

효과가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변동직불금(절단된 가격

분산) 만큼의 생산왜곡이 고정직불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검토하



- 100 -

기 위한 변수이다. 쌀 재배면적 규모가 큰 농가(20ha 이상89))는 고

정직불금으로 인한 생산왜곡이 변동직불금의 생산왜곡 효과만큼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 즉, 쌀 재배규모가 클수록 고정직불금으

로 인해 쌀 재배면적을 늘리는(생산연계)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유의

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일반농, 부업농, 자급농에 비해 쌀 전문농인

경우, 쌀 재배면적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고 개별 농가가 가진 자

산이 증가할수록 미약하지만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그리고 2013년 인상된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 인상으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0.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쌀 생산농가가 시장가격에 대해 적응적 기대나 준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6><표 7> 참

조). 그러나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서는 차이를 보인

다.

89) 규모더미를 20ha로 한 이유는 20ha면적부터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가 변동직불금

의 생산연계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문턱값(threshold value)이기 때문이다. 

90) 모형 (3)에서 절단된 가격분산의 추정계수는 0.1이다. 고정직불금 수령액 계수, 그리고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를 더하면 약 0.1(0.06+0.05=0.11)을 넘어선다. 따라서 쌀 재

배면적이 약 20ha 정도 되는 농가들은 고정직불금의 생산왜곡이 변동직불금 수준만큼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101 -

<표 5> 위험기피 선호 하 쌀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결과

(단순기대)

변 수
단순기대(Naive Expectation)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쌀 기대가격) 1.296*** 1.128*** 1.122***
(0.248) (0.237) (0.236)

log(쌀 경영비) -0.431*** -0.386*** -0.381***
(0.0691) (0.0655) (0.0656)

log(쌀 경영비 제곱) 0.0414*** 0.0348*** 0.0347***
(0.00218) (0.00212) (0.00212)

log(절단된 가격의 분산1)) 0.0682*** 0.0834*** 0.0828***
(0.0145) (0.0143) (0.0143)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0.0313*** 0.0312***
(0.00367) (0.00366)

log(고정직불금 수령액×규모더미2)) 0.0490***
(0.00373)

log(전년도말 농가자산) 0.0545*** 0.0536***
(0.0114) (0.0114)

쌀 전문농 더미 0.287*** 0.288***
(0.0265) (0.0265)

쌀 목표가격 인상더미3) 0.285*** 0.282***
(0.0515) (0.0515)

추세항 0.0260*** -0.0189 -0.0185
(0.00962) (0.0121) (0.0121)

상수항 -20.28*** -19.00*** -18.93***
(3.227) (3.096) (3.094)

R-squared 0.784 0.808 0.80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 *는 각각 99%, 95%, 9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 농가의 위험(불확실성) 감소효

과를 의미하는 변수임.

2) 여기서의 규모더미는 20ha 이상의 농가임.

3) 2013년부터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이 170,083원(/80kg)에서 188,000원으로 인

상된 것을 반영하는 더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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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위험기피 선호 하 쌀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결과

(적응적 기대)

변 수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쌀 기대가격) 1.213*** 0.959*** 0.946***
(0.440) (0.306) (0.306)

log(쌀 경영비) -0.210*** -0.0656*** -0.0642***
(0.0139) (0.0104) (0.0104)

log(쌀 경영비 제곱) 0.0207*** 0.00696*** 0.00684***
(0.00108) (0.000817) (0.000817)

log(절단된 가격의 분산1)) 0.0318* 0.107*** 0.106***
(0.0176) (0.0348) (0.0348)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0.0670*** 0.0669***
(0.00394) (0.00393)

log(고정직불금 수령액×규모더미2)) 0.0578***
(0.00425)

log(전년도말 농가자산) 0.179*** 0.179***
(0.0117) (0.0117)

쌀 전문농 더미 1.018*** 1.018***
(0.0224) (0.0224)

쌀 목표가격 인상더미3) 0.400*** 0.399***
(0.146) (0.146)

추세항 0.0356*** -0.00222 -0.00213
(0.0124) (0.00948) (0.00947)

상수항 -15.53*** -18.18*** -17.99***
(5.527) (3.896) (3.896)

R-squared 0.780 0.790 0.791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 *는 각각 99%, 95%, 9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 농가의 위험(불확실성) 감소효

과를 의미하는 변수임.

2) 여기서의 규모더미는 20ha 이상의 농가임.

3) 2013년부터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이 170,083원(/80kg)에서 188,000원으로 인

상된 것을 반영하는 더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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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위험기피 선호 하 쌀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결과

(준합리적 기대)

변 수
준합리적 기대(Quasi-Rational Expectation)
모형 (1) 모형 (2) 모형 (3)

log(쌀 기대가격) 1.417*** 1.181*** 1.178***
(0.325) (0.280) (0.280)

log(쌀 경영비) -0.608*** -0.360*** -0.359***
(0.0220) (0.0195) (0.0195)

log(쌀 경영비 제곱) 0.0457*** 0.0273*** 0.0273***
(0.00101) (0.000975) (0.000976)

log(절단된 가격의 분산1)) 0.0937*** 0.0826*** 0.0823***
(0.0189) (0.0154) (0.0154)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0.0507*** 0.0506***
(0.00335) (0.00335)

log(고정직불금 수령액×규모더미2)) 0.0371***
(0.00510)

log(전년도말 농가자산) 0.123*** 0.122***
(0.0103) (0.0103)

쌀 전문농 더미 0.718*** 0.719***
(0.0216) (0.0216)

쌀 목표가격 인상더미3) 0.0640* 0.0636*
(0.0383) (0.0383)

추세항 0.0641*** 0.0370*** 0.0371***
(0.0135) (0.0136) (0.0136)

상수항 -19.01*** -19.15*** -19.10***
(4.237) (3.645) (3.645)

R-squared 0.538 0.689 0.690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 *는 각각 99%, 95%, 9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 농가의 위험(불확실성) 감소효

과를 의미하는 변수임.

2) 여기서의 규모더미는 20ha 이상의 농가임.

3) 2013년부터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이 170,083원(/80kg)에서 188,000원으로 인

상된 것을 반영하는 더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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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동직불금이 증가할 때 쌀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고정직불금에 비해 생산연계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변동직불금의 규모별 생산

왜곡효과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절단된 가격분산과 농가규모간의

상호작용변수를 도입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규모

더미와 변동직불금 변수의 상호작용변수의 도입으로 생산연계효과

를 규모별로 차별화시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각각의 기대가설 별

모형 (2)를 기준으로 다른 모든 변수는 동일한 상황에서 규모더미만

다르게 설정하여 절단된 가격분산, 상호작용변수, 고정직불금 수령

액 변수의 계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절단된 가격분산(즉 생산위험)

에 대해서 쌀 생산규모가 클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의 상황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단순기대,

적응적 기대, 준합리적 기대의 경우 3ha이상의 쌀 농가 재배면적 탄

성치는 각각 0.097, 0.135, 0.111이고, 3ha이하 농가의 재배면적 탄성

치는 0.069, 0.075, 0.064로 나타나 대규모 농가(여기서는 3ha를 예로

든 것이다)의 생산연계 탄성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규모구

간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표 8><표 9><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 수준에다가 지급

된 고정직불금 만큼을 제하고 지급된다. 따라서 쌀 농가의 입장에서

는 특정 시기에 얻게 되는 쌀 가격(또는 쌀 수입)이 절단된

(truncated) 형태의 분포를 가지게 되고 분산을 낮추어 쌀 수입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분산효과 또는 안정화 효

과로 인해 변동직불금 1% 증가 시 쌀 재배면적이 대규모 농가의 경

우 최대 0.190%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규모와 상관없이 쌀 직불제도(변동, 고정 포함)가 생



- 105 -

산왜곡 효과, 또는 생산연계(coupling)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1ha이하의 다수 소농에게 직불금은 생산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

이 되고, 소수의 대농에게는 생산을 확대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생산규모별 재배면적 탄성치 변화(단순 기대)

구분
1ha
이상

2ha
이상

3ha
이상

4ha
이상

5ha
이상

10ha
이상

15ha
이상

20ha
이상

①log(절단된 
가격분산)

0.043 0.056 0.069 0.071 0.073 0.080 0.082 0.082

②log(절단된 가격 
분산×규모더미)

0.039 0.032 0.028 0.031 0.031 0.034 0.037 0.051

①+②각 규모별 탄성치 0.082 0.088 0.097 0.102 0.104 0.114 0.119 0.133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0.021 0.029 0.031 0.031 0.031 0.031 0.031 0.031

주 ①은 제시된 규모 이하의 재배면적 탄성치, ①+②는 제시된 규모 이상농가의 재

배면적 탄성치임.

<표 9> 생산규모별 재배면적 탄성치 변화(적응적 기대)

구분
1ha
이상

2ha
이상

3ha
이상

4ha
이상

5ha
이상

10ha
이상

15ha
이상

20ha
이상

①log(절단된 가격분산) 0.044 0.072 0.075 0.090 0.076 0.097 0.111 0.106

②log(절단된 가격 분산×규모더미) 0.065 0.061 0.060 0.065 0.069 0.077 0.079 0.068

①+②각 규모별 탄성치 0.109 0.133 0.135 0.155 0.145 0.174 0.190 0.174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0.037 0.055 0.058 0.061 0.061 0.064 0.065 0.066

주 ①은 제시된 규모 이하의 재배면적 탄성치, ①+②는 제시된 규모 이상농가의 재

배면적 탄성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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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생산규모별 재배면적 탄성치 변화(준합리적 기대)

구분
1ha
이상

2ha
이상

3ha
이상

4ha
이상

5ha
이상

10ha
이상

15ha
이상

20ha
이상

①log(절단된 가격분산) 0.022 0.052 0.064 0.069 0.071 0.080 0.082 0.082

②log(절단된 가격 분산
×규모더미)

0.055 0.050 0.047 0.049 0.052 0.057 0.060 0.038

①+②각 규모별 탄성치 0.077 0.102 0.111 0.118 0.123 0.137 0.142 0.120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0.031 0.044 0.047 0.048 0.048 0.048 0.050 0.050

주 ①은 제시된 규모 이하의 재배면적 탄성치, ①+②는 제시된 규모 이상농가의

재배면적 탄성치임.

위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쌀 생산농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모형

으로부터 제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을 확장해 볼 수

있다.

우선, 쌀 생산농가의 위험중립성 검정(F-test)을 실시하였다. 귀무

가설은 식 (5)91)의    변수의 추정계수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       )에 대한 F값(F(3,

4784)=145.19)의 유의수준은 1% 수준에서도 기각 할 수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위험중립성(risk neutrality) 가정은 채택되지 않는

다. 또 쌀 농가의 위험기피 선호(risk preference)가 CARA(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인지 검정하기 위해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해당되는   변수에 대한 귀무가설을 검토하였다.

F값(F(2, 4784)=205.74)은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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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검정 결과는 우리나라 쌀 농가의 위험기피선호(risk

preference)가 CARA의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의 자산변수(log 전년도말 농가자산)와 고정직불금 변수(log

고정직불금 수령액)는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대리변수이다.

추정계수의 부호(+)를 볼 때 우리나라 쌀 농가의 위험회피성향(risk

preference)이 DARA(decrease absolute risk aversion)의 특징을 보

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92). 쌀 농가의 자산변수 추정계수는

0.05〜0.17이며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쌀 농

가의 자산이 1% 증가하면 쌀 재배면적이 0.05%∼0.17% 증가하는

것으로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93). 고

정직불금 변수 역시 추정계수는 0.031∼0.067로 유의하게 추정되었

다. 따라서 우리나라 쌀 농가의 위험기피 선호는 자산이 증가하면

위험기피 정도가 낮아져서(DARA) 재배면적을 미약하게나마 증가시

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정직불금은 시장상황이나 쌀 가격과는 상관없이 농가에 지급되

는(decoupled) 직불금이다. 이 직불금은 쌀 농가가 일정수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제도설계상 생산연

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재배면적 반응함

수의 추정결과에서는 고정직불금이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이 추정결과는 제1논문의 총량자료를 이용한 결과

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어도 개별 농가수준의 자료를 통해

서는 생산연계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쌀 고정직불금

은 정부가 일정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농가에게 현금

을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쌀 농가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이므로 자

92) Sandmo(1971), Chavas & Holt(1990), Hennessy(1998)에 의하면 공급반응을 볼 때, 

양(+)의 부의효과(positive wealth effect)(   )는 DARA를 의미한다고 하

였다. 

93)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Sandmo(1971), Chavas & Holt(1990), Hennessy(1998), 

Pope & Just(1991)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 108 -

산이 늘어날 때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의 자산효과

(wealth effect)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절단된 가격분산 변수(변동직불금)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추정된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는 현실적으로 소규모 농가의 쌀 생산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대규모 농가에게는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94)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쌀 전문농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세 가지 기대형성 방식모두 양

(+)의 효과를 보였다. 단순기대 하에서의 추정계수가 0.28로 가장 낮

게 나타났고, 적응적 기대 하에서의 추정계수가 1.01로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재배면적을 0.28%∼1.01% 더 늘린다는 의미이다.

2013년부터 기존 쌀 목표가격(170,083원)이 188,000원으로 인상(약

18,000원)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한 쌀 목표가격 인상더미의

추정계수는 0.06%∼0.28%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부호를 보건대

목표가격 인상이 쌀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의 효과는 변동직불제도의 목표가격 상승에

따른 쌀 가격지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쌀 가격

또는 쌀 소득 안정화는 절단된 분산변수로 안정화 효과를 통제하였

으므로 목표가격 인상은 수확기 쌀 가격을 18,000원 더 지지해줌으

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직불금과 규모더미의 상호작용효과 변수를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왜곡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고정직불금 변수에서도 생산왜곡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

단된 가격에 따른 분산효과(변동직불금)가 고정직불금보다 생산왜곡

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규모별로도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가 도

출됨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정직불금에 대해서도 농가별로

94) 추정계수의 크기로 보아 변동직불금이 고정직불금 보다 더 큰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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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왜곡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규모별로 상호

작용변수를 차례로 적용한 추정계수와 절단된 가격분산효과의 추정

계수를 비교한 결과,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농가에서 변동직불금

만큼의 생산왜곡 효과가 고정직불금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표 5><표 6><표 7>에 제시된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규

모더미) 변수는 규모별 상호작용 효과 변수인데 20ha이상 쌀 농가의

생산왜곡 정도이고,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변수는 그 이하의 생산

왜곡 정도이다. 이 두 변수의 추정계수 값을 더하여 절단된 가격의

분산(변동직불금)의 계수값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생산왜곡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95). 20ha이하의 쌀 농가에서는 절단된 가격의 분

산효과(변동직불금)로 인한 생산왜곡이 더 크게 나타났다96). 그러나

약 20ha규모 이상 수준부터는 변동직불금의 생산왜곡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가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에 따른 생산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직불금 지급상한 면

적97)을 적어도 20ha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

에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 보았다. 고정직불금이 현행 ha당 100만

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하면, 즉 고정직불금이 10% 증가하면 재배

면적이 현재 837,000ha 수준에서 추가로 2,611ha〜5,607ha 증가하고,

150만원으로 증가하면, 즉 고정직불금이 50% 증가하면 13,057ha〜

28,039ha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5) 단순기대의 경우 절단된 가격 분산은 0.082, 고정직불금 수령액과 상호작용변수의 추정

계수 합은 0.080, 적응적 기대는 각각  0.106, 0.123, 합리적 기대는 0.082, 0.087로 

각각 나타났다. 

96) 규모더미를 1ha수준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고 매번 추정된 계수값을 검토하였다. 변동

직불금의 생산왜곡 효과를 넘어서는 문턱값(threshold value)이 20ha 수준이었으므로 

20ha 규모더미만을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97) 2018년 현재 개별농가의 지급상한 면적은 30ha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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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정직불금 재배면적 탄성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단위: ha

구 분(탄성치)
고정직불금 지급단가(100만 원/ha)

10% 증가 20% 증가 30% 증가 40% 증가 50% 증가

최소(0.0312) 2,611.4 5,222.9 7,834.3 10,445.7 13,057.2

최대(0.0670) 5,607.9 11,215.8 16,823.7 22,413.6 28,039.5

주 1) 2016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면적 837,000ha를 기준으로 계산함.

한편, 절단된 가격 분산(변동직불금)의 재배면적 탄성치는 최소

0.0318, 최대 0.19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최대 0.190은 상호

작용변수를 포함시킨 추정치이다98). 추정된 탄성치를 토대로 시뮬레

이션을 시도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현실적으로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목표가

격 변화에 따른 면적증가분, 예상되는 변동직불금 소요예산, 변동직

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수확기 시장가격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표가격이 현행보다 10% 상승(206,800원)하면 쌀 재배면적은 최

소 22,450ha에서 최대 103,074ha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율

(85%), 시장가격(160,000원/80kg), 고정직불단가(15,873원/80kg, 2015

년 수준 유지)가 변하지 않고 지급대상면적은 706천 ha 수준을 유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이다. 동일한 조건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변동직불금 예산은 약 10,633억 원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99).

98) <표 9>의 적응적 기대에 따른 탄성치 변화에서 15ha 이상 규모에서 도출된 상호작용

변수이다.

99) 시뮬레이션 추정치는 다소 높게 추정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정직불금 재배면

적 탄성치, 절단된 가격분산(변동직불금) 탄성치에서 기인한다. 절단된 가격분산 탄성치

를 이용하지 않고,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절단된 가격분산 탄성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

여 추정한 경우에는 보다 작은 탄성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절단된 가격분산 변수를 

활용해야만 농가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고, 보다 풍부한 결

론을 이끌어 내며, 이론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 절단된 가격변수를 활용한 탄

성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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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시장가격은 80kg당 188,126원은 되

어야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2002년 이후

지난 15년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 가격의 최고값이 174,707원임

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으로 생각된다.

<표 12>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 재배면적 탄성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구 분 목표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내역

목표가격(원) 188,000 206,800 225,600 244,400 263,200

목표가격 증가율(%) 0 10 20 30 40

변동직불금단가증가율(%) 0 200 400 600 800

면적증가

(ha)

최소(0.0318) 0 22,450.8 44,901.6 67,352.4 89,803.2

최대(0.190) 0 103,074 206,152 309,228 412,304

변동직불금

지급대상면적(ha)
706,000

소요예산(억 원) 7,257 10,633 17,740 24,848 31,956

변동직불금 미지급

시장가격(원/80kg)
169,326 188,126 206,926 225,726 244,526

주 1) 시뮬레이션에는 시장가격(160,000원/80kg), 보전율 85%, 고정직불금 단가

(15,873원/kg, 2015년산 지급단가)를 적용함.

2) 변동직불금 지급대상면적은 현실적으로 매년 줄어드나 분석 편의를 위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면적 706천 ha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

함.

3) 소요예산에서 7,257억 원은 2015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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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미

치는 영향을 개별 농가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제1논문

의 총량 자료를 활용한 경우와 개별 농가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결

과는 차이가 있었다.

총량 자료를 활용한 제1논문의 경우에는 생산연계효과가 변동직

불금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개별 쌀 농가 자료를 활용

한 결과에서는 두 가지 직불제 모두 생산연계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쌀 생산규모가 클수록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가 생산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험에 대한 농가의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쌀

농가는 DARA의 특징인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쌀 재

배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으로 인해 쌀 시장가격의 분산을 낮추는

안정화 효과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쌀 재배면적 규모

가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대규모 농가일수록 두 가지 직불금에

따른 재배면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직불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해외의 선행연구는

본 논문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변동직불금과 구

조가 유사한 직불금이 고정직불금에 비해 더 큰 생산연계(왜곡)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변동직불금의 안정화 효과와 고정직불금의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대규모 농가의 재배면적 증가 경향

이 소규모 농가에 비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ha이상의

농가에서는 변동직불금 만큼의 생산왜곡 효과가 고정직불금에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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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을 보았다. 이러한 생산연계효과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급상

한면적100)을 20ha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101).

정책적으로 볼 때 고정·변동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같은 제도개편

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에서 알 수 있듯

이 일정 수준의 생산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두 가지 직불금 모두 존

재하기 때문이다. WTO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보조총액

(AMS)은 약 1조 4900억 원이다. 지난 2016년 쌀 가격 폭락으로 인

해 이 보조금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연동되는데 2018년 올해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하는 난제가 있다. 현재 정부는 많은 논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설정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실증연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쌀 목표가격 상승이나 고정직불금 인상문

제는 쌀 생산연계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상향과 관련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에 시행된 목표가격 상승(약 18,000원)이 쌀

재배면적을 유의미하게 늘린다는 것도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목표가격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급격한 목표가격 상승

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상당 수준 늘리며, 변동직불금 만으로도 농

업보조금 총액(AMS)을 넘어설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시장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우려할 바 없으나 지

난 15년간의 시장가격 추이를 고려할 때 급작스러운 목표가격 상승

은 쌀 산업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직불제 목표

가격의 10% 상승은 고정직불금 증가에 따른 재배면적 상승폭 보다

훨씬 큰 폭의 재배면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00)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별 경영체 400ha로 지급상한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 114 -

본 논문에서는 위험중립성 가정과 대표적인 평균농가의 가정을

완화시켜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제1논문의 한계를 보완하였

고,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패널 자료를 분석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확률변수간의 공분산 관계를 명

시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분석의 한계로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직불금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 자

료의 확보가 필수이다.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변동 및 고정직불금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음에도 농업잡수입(변동직불금), 농업투자보조금

(고정직불금)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변수인 만큼 별도로 분리하여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분석에 활용된 농가당 고정직불금 수령액은 변동

직불금과 달리 대상면적을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논 면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102). 따라서 추정에 활용된 논이 고정직불금 지

급대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추정계수에 편의(bias)가 발

생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앙정부가 지급

하는 고정·변동직불금에 대한 생산연계 효과이다. 일부 지방정부도

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불금의 생산연계 효과

는 본 분석에서 추정된 것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2) 실제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은 분석을 위해 계산된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면적보

다 더 크다. 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아도 지급 되므로 분석대상 

쌀 농가의 논면적(농가경제조사 논면적 항목)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으로 가정하

여 그 차이를 둔 것이며, 차이가 나는 논 면적은 휴경, 논에서 생산 가능한 타작물 등

을 생산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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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절단된(truncated) 평균(mean), 분산(variance)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 시장가격의 절

단효과를 직접적인 설명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절단평균과 절단분산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아래의 계산식은 Chavas and Holt(1990)

의 논문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품목이 쌀

로 단일품목만을 다루므로 공분산은 제외하였다.

쌀 농가가 체감하는 쌀 가격의 주관적 확률분포는 목표가격으로

인해 절단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이는 쌀 기대가격의 평균, 분산과

같은 적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은 쌀 가격의 기

댓값에 영향을 주고 쌀 수입의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준다.

평균  
 , 분산 ′을

가지는 정규분포확률변수    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각

의 확률변수 의 분포가 어떤 수준(쌀 목표가격 수준) 에서 절단

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절단된 확률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if   
 if  ≥

     

표준화된 확률변수   


(쌀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으로 인해 절단된 쌀 시장가격=농가의 실제 쌀 수취가격)

이 있고, 이 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의 도출(Chavas and Holt(1990)

의 부록에 증명과정 참조)을 통해 쌀 시장가격 의 기댓값은 아래

와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는 표준정규밀도함수이고 ·는 표준정규분포함수이

다. 분산(증명과정은 Chavas and Holt(1990)의 부록참조)값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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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계산된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 (쌀 목표가격)의 절단 효과를 반영한 확률변

수    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위의 식은 정부의 목표가격제도에 따른 시장가격 절단효과의 값을

도출할 수 있게하며 이 값들을 정부의 쌀변동직불금 제도가 재배면

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데 이용하였다.



- 117 -

[부록 2] 제1논문과 연계한 쌀 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 재해석

앞서 제1논문에서 한국의 농업구조, 농가구조 변화, 농업예산을

살펴보면서 정책대상이 단체, 지역, 공공부분에서 최근 개별농가에

소득이전 효과가 높은 정책들의 비중이 증가함을 언급하였다. 본 논

문의 분석 대상인 쌀 소득보전직불금 역시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이 평균적인 농가에게 미치는 영향

(제1논문의 분석결과)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정책흐름상 개별 농가에

게 미치는 영향(제2논문의 분석결과)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본 논문

의 결과 중 준합리적 기대는 농가가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라 기대

를 형성함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 중 준합리

적 기대가설에 따른 결과를 제1논문과 연관 지어 결과를 재검토 해

보고자 한다.

<표 10>의 생산규모별 재배면적 탄성치 변화를 살펴보면 재배면

적이 늘어날수록(대규모 농가 일수록) 변동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를 위해 <표 10>

을 아래에 다시 제시하였다. 이 결과로는 제1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농가가 단순기대, 적응적 기대에 따른 식(9)나 합리적 기대에

따른 식(13)과 같은 선택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다. 모든 농가가 정

부의 쌀 변동 및 고정직불금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하

게 생산왜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동일한 정책에 대해 각 규모별로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20ha이상의 농가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생산왜곡 만큼 고

정직불금에 의한 생산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Chavas(2000)의 연구103)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농가마다

103) 세 가지(합리적, 준합리적, 단순기대) 서로 다른 기대가설 하에서 쇠고기 가격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쇠고기 농가의 18%는 합리적 기대, 35%는 준합리적 기대, 46%는 단순기

대를 형성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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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기대가설이 차이를 보임을 전제로 하면, 동일한 쌀 농가일

지라도 정부정책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생산규모별 재배면적 탄성치 변화(준합리적 기대)

구분
1ha
이상

2ha
이상

3ha
이상

4ha
이상

5ha
이상

10ha
이상

15ha
이상

20ha
이상

①log(절단된 가격분산) 0.022 0.052 0.064 0.069 0.071 0.080 0.082 0.082

②log(절단된 가격 분산
×규모더미)

0.055 0.050 0.047 0.049 0.052 0.057 0.060 0.038

①+②각 규모별 탄성치 0.077 0.102 0.111 0.118 0.123 0.137 0.142 0.120

log(고정직불금 수령액) 0.031 0.044 0.047 0.048 0.048 0.048 0.050 0.050

주 ①은 제시된 규모 이하의 재배면적 탄성치, ①+②는 제시된 규모 이상농가의

재배면적 탄성치임.

정부가 쌀 고정 및 변동직불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의 목적은 농

업인의 소득안정화104)였다. 쌀 재배면적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을지 모르나 재배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은 아니었다105). 제1논문의 논의를 적용해보면

정부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쌀 직불금이라는 농업보조금을 최적 선

택에 따라 지급했으나 농가가 식(13)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생산연

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설

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적 규모별

10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105) 민선형 외(2016)에서 밝힌 것처럼 직불제가 원래의 목적인 소득안정화 효과가 있었음

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안정화 측면에서 이 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119 -

로 그 정도가 다르므로 동일한 정책일지라도 메뉴형식의 정책을 개

발하여 농가가 자신의 생산 환경에 맞게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생산연계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게 앞으로

는 직불금 수준을 H로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여도 농가는 이를 믿

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106)을 추

진하는 한 이런 문제는 매번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와 같이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

는 정책규칙(Rule)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고정직불금

지급수준과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수준을 정해놓았다. 적어도 5년

간은 한번 정해진 쌀 직불금 수준이 유지된다. 그러나 2018년 올해

와 같이 목표가격 수준을 변경해야 할 시점이 오면 농가는 법률에

정해진 목표가격 산정방식이 있다고 해도 이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

면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영한 최적 보조금 수준을 다시 결정

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목표가격 재산정

시에 이미 경험한 바도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제시했던 목

표가격 수준보다 더 높은 188,000원으로 결정되었었다. 본 논문에서

농가의 이러한 행동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농가는

자신의 소득극대화를 위해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비판받을 것이 아니다. 정부의 선언(commitment)을 농가가 믿게 하

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이미 정해진 법률(Rule)을 잘 지키면 된

다.

106) 정부가 극대화 행위를 매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농가의 선택행위가 바뀌

기 때문에 다시 극대화 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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