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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대잠재산출에 대한 실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효율성과 투입

량 대비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생산성 향상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

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산업에 속한 개별 경제 주체의 수

익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특히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및 신규 노동력

유입 부족, 농업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 중 하나인 농지의 전용 가능성 증

가 등 투입요소 감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요소가

일정할 때 이러한 투입요소의 감소는 산업의 축소로 이어지며, 장기적으

로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효율성 및 생산성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쌀 농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

한 세 가지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논문에서는 최근 개인의 성과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동

료효과(peer effects)가 쌀 농가의 비용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

다. 동료효과는 개인의 성과가 그룹 내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

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또는 노동력 간의 정보의 공유와 확산

에 의해 발생하는 동태적 집적경제(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쌀 생산 전문

화(specialization)와 작물 생산 다양화(diversification)로 구분되는 집적

경제가 농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집적경

제의 수준에 따라 동료효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집적경제와

동료효과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쌀 재배 농가들의 평균 비용

효율성이 개별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별 농가의 특성뿐만 아

니라 동료 농가와의 상호 작용도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쌀 생산 전문화와 작물 생산 다양성 모두 농가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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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생산 전문화의 영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

는 농가보다 동일한 작물을(쌀) 재배하는 농가가 집적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농가간의 정보 교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쌀 산업이

특화된 지역에서 동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집적경제가 있을수록 정

보 교환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뒷받

침하였다.

제1논문에서는 동료효과가 농가의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

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시 기존에 제시되었던 농가의 규모

및 전문화, 인적자본 외에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주산지 및 작물특화단지 육성 정책

과 같은 지역의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계 시 지역 선정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작물 생산이 다양한 지역보다는 단일 작물의 집

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동료효과를 통한 경쟁력이 크므로, 정책 대상 지

역을 선정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고려된다면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논문에서는 식량 분야의 정책사업 중 하나인 배수개선사업이 쌀

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사업효과에 따른 지역의 시장 균형 및 생산자후생

변화(편익)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개선사업 중에서도 지하거

배수시설에 대한 사업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암거배수개선시설의 생산관

련 주요 효과로는 단수 증가효과와 기계구동시간 감소효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업 전/후 성과의 단순 평균 비교를 통해 사

업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달리,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논의 특성

별(배수등급과 경사도)로 사업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봄으로써, 사업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사업대상지의 조건을 모색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

는 사업효과로 인한 지역의 쌀 시장 균형 변화를 균형대체모형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생

산자후생 변화액이 사업 대상지의 조건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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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사업 후의 단수는 사업 전보다 평균적으로 18.75kg/10a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논의 배수상태에 ‘불량/매우 불량’인 논의 단

수효과는 기존의 사업 대상 기준인 배수상태가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의 단수효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의 배수 조건(배

수등급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계구동시간은 사업 후 습답으로 인한 기계 빠짐이 해소되면서 6.61

분/10a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경사도가 커지

거나 배수등급이 감소할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구동시간

감소 효과는 배수등급보다 경사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

사도가 7-15%인 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업 전후 기계구동시간

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계화 효율성과 관련된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7% 이하인 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효과에 따른 지역의 쌀시장 균형 변화로 인해 생산자후생은, 내

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31.299억 원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순

편익은 2.799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순편익은 사업대상지의 배수등

급과 경사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증가하며, 그 증가폭

은 배수등급을 고려한 경우가 경사도를 고려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수등급의 영향만 받는 단수효과의 편익이 기계구동시

간 감소로 발생한 편익보다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중 배수등급 조건의 상대적 중요도가 경사도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논문에서는 국내 농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쌀직불금이 쌀

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직불금의 생산연계 정도에

따라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

로 구분하여 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변동직불

금과 같이 특정 작물의 생산에 지원되는 직불금의 경우, 직불금 지원 대

상 작물의 생산성과 농가의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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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을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쌀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쌀 생산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불금과 같은 농가보조금이 농가의

예산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투자를 증가시키고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변동직불금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대규모 농가(3ha 이상)에서 고정직불금의 생산성 증대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변동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로부터 발현된 경영안정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가 생산성에 대한 직불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직불금은 농

가 생산성에 정(+)이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동직불금은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과 같은 생산연계직불

금의 경우, 농가의 생산 및 투입요소 배분 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킨 결과

로써 농가의 전체 생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고정직불금은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농가의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농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효율성(생산

성)을 계측하고, 이를 세부 효율성(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등) 또는 요인

별(기술, 자본, 노동, 중간재 등)로 분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가 특성을 주로 살펴보았다. 반면, 본 연구는 동료효과와 주요 농업 정

책(사업)이 효율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

께 향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주요어 : 비용 효율성, 동료효과, 집적경제, 배수개선사업, 생산효과,

이중차분법, 균형대체모형, 농가 생산성, 쌀소득보전직불제

학 번 : 2013-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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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쌀 농가 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

(peer effects) 추정

제 1 절 서 론

한국 농정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요소는 생

산성 향상이고, 효율성 증가는 생산성 향상의 주요 수단으로서 많은 연

구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Thiam et al., 2001). 대부분의 연구들은 농

가의 효율성 차이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 향상 방안

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김홍상 외, 2015; 이춘수 외 2015,

Kazukauskas et al., 2010; Zhu & Lansink, 2010). 그러나 이러한 차이

는 농가의 특성, 관련 정책 및 농업 기후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경

제학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과와 의사 결정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관심받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의 차이를 설명하

고자 한다. 이는 종종 동료효과(peer effects) 또는 이웃효과

(neighborhood effects)라고 불린다. 동료효과란 개인이 속한 그룹 내 동

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의

미한다(Manski, 1993).

이미 학생들의 학업 성취(Ding & Lehrer, 2005; Feng & Li, 2016)

나 기업의 재무 전략 및 투자 요인에 대한 연구(Leary & Robert, 2014;

Park et al., 2017)에서 동료효과에 대한 실증적 영향이 증명되었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가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한 동료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Konar et al.(2014)은 농가의 경운(tillage) 선택에 대한 동료효

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미경운(no tillage)을 선택하는 이웃 농가의

많을수록, 농가가 관행적인 농법(경운)보다는 미경운을 선택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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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ngsermsawas et al.(2016)은 공간계량분

석을 통해 농가 수익의 60%가 동료효과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실증분

석을 통해 증명했으며, 특히 이러한 동료효과는 농가의 농약사용과 새로

운 작물 도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 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어 농업 생산 부분의 동료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

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농가의 투입물 결정 및 기술 채택 결정이

동료 농가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경우, 농가의 투입물 결정과 기술 채택

결정에 대한 각각의 동료효과(separated peer effects)를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농가의 효율성에 대한 총 동료효과(total

peer effects)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확률적 비용함수 접근법을 통해 추정된 쌀 농

가의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 CE)에 대한 동료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점은 확률적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에티오피아 농장의 생산효

율성에 대한 동료효과를 분석한 Tirkaso·Hailu(2019)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가 효율성에 대한 동태적 집적효과(dynamic

agglomeration effects)를 고려하여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의 수준에 따른 동료효과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

에서 Tirkaso·Hailu(2019)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이를 통해 동료효과와 집적경제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집적경제는 경제 활동의 공간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효과(externalities)를 의미한다.1) 집적경제의 매커니즘은 정태적(static)

외부효과와 동태적(dynamic)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정태적 외부효과는

도시의 규모와 관련된 이점으로 경제 자원(투입물, 노동력 등) 및 인프

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 절감 효과를 의미

한다(Marshall, 1890). 반면, 동태적 외부효과는 기업 또는 노동력 간의

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적경제와 외부효과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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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따른 이점을 의미한다

(Christ, 2009)2). 동태적 외부효과(집적경제)와 동료효과는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이러한

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의사소통 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집적경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동료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태적 외부효과(집적경제)는 Marshall–Arrow–Romer(이하 MAR)

외부효과와 Jacobs의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MAR의 외부성은 동일한 산

업에 속하는 다수의 기업이 한 지역에 집적하여 상호 연관된 활동과 교

류를 통해 창출하는 외부효과를 의미하며, Jacobs의 외부성은 다양한 산

업에 속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한 지역에 집적하여 활동함으로써 발생하

는 외부효과를 의미한다(Glaeser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

에 국한하여 MAR 외부효과(전문화) 및 Jacobs 외부효과(다양화)를 정

의하고, 이러한 집적경제 효과가 농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집적경제 수준에 따라 동료효과가 다르

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동료효

과 및 집적효과를 통해 농가 효율성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 설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분석방법과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비용효율성과 동료효과 및

집적경제와 관련된 분석방법으로 구분된다. 제3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

시하고,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동료효과 및 집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성장과 고용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 외부성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지식의 이전 효과와 같은 동태 외부성은 산업이 지역으로 특화되

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혁신과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Audretsch

& Feldm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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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시간가변 확률 비용

함수를 활용하여 농가의 비용효율성을 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Manski(1993)가

제안한 선형평균모델(linear-in-means model)을 활용하여 비용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를 분석한다.

1) 비용효율성 추정

본 연구에서는 Kumbhakar(1990)가 제안한 확률경계(Stochastic

frontier: SF) 패널데이터 모형을 활용하여 비용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모

수적 분석방법인 확률경계분석법은 확률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설명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분석한다.3) 본 연구에서는

SF 비용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의 식 (1.1)과 같은 초월대수

(trans-log) 함수 형태를 적용하였다.

(1.1) ln   ln 


  


ln 

  









ln ln

 




 


lnln ln


ln 

(     ,    ⋯,    ⋯)

단,   

여기서 와 는 각각 농가 의 기 쌀 생산비와 투입물(노동

3) 이와 같은 방법은 생산경계 자체를 확률적 요인을 감안하여 도출하기 때문에 비

모수적 방법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권오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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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토지(A), 중간물(M)) 비용을 의미한다. 비용함수에 동차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상기 변수들은 모두 자본가격으로 표준화되었다(ALEM,

2018). 그 외에 는 생산량을, 와 는 각각 기후 조건, 병충해 피해

등으로 발생하는 측정 오차와 비용적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식 (1.1)의

추정을 위해 오차항과 비효율성은 식 (1.2)같은 확률분포를 가지는 것으

로 가정한다.

(1.2) 


∼

  
 and 


∼

  
 

본 연구에서는 농가 비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있으므로 비효율성 는 식 (1.3)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로서 는 패널의 마지막 관

측년도를 의미하고 는 감소 파라미터(decay parameter)를 의미한다.

(1.3)   exp

시간가변 모형에 대한 로그우도(Log likelihood)함수는 식 (1.4)와 같

다.

(1.4) ln  



  



lnln
 



 



 ln

 



  



ln
  




  ln 







  



ln
 



 




  



  




  









여기서,   
 

,   


,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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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그리고 

는 식 (1.5)와

같이 정의된다.

(1.5) 
 





  




 









  





식 (1.4)의 로그우도함수를 최대화함으로써, 모수 , , , 를 획

득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식 (1.6)을 통해 비용효율성이 추정될 수

있다.

(1.6)    









 




exp

  







,

where  


 

  




 




 

  






, 





 

  




 








.

2) 동료효과 식별

동료효과 식별(identification)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Manski(1993)

의 연구가 있다. Manski(1993)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그룹에 속한 개

인들은 유사한 행동 양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내생적 효과(endogenous

effects)’, ‘외생적 효과(exogenous effects)’, ‘상관 효과(correlated

effects)’로 인해 발생한다. ‘내생적 효과’란 개인의 성과(행동)가 그룹의

성과(행동)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생적 효과’는

개인의 행동이 소속 집단의 외생적인 특성(exogenous characteristic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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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관 효과’는 개인과 그가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환경을 직면함으로써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3가지 효과 중 ‘내생적 효과’와 ‘외생적 효과’는 사회적 상호작

용(social interactions)을 통해 발생하고 이 중 ‘내생적 사회효과’가 본 연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효과(peer effect)’를 의미한다.4) 즉 개

별 농가의 비용효율성이 동료효과로 인해 농가가 속해있는 그룹의 비용

효율성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서 Manski(1993)의 선형 모형(linear model)을 기반으로 Blume et

al.(2011), Lee (2007), Bramoulle et al.(2009) 등이 제안한 선형 평균

모형(linear-in-means model)을 활용하였다.5) 이 모형은 개인의 성과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동일한 그룹에 속한 동료들의 성과 평균

과 동료들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식으로 표

현하면 아래의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

  ∈  ,  ∼ 


하첨자 는 농가, 는 농가가 속한 그룹, 는 시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그룹은 농가가 속한 시군구이다.6) 종속변수인 는 앞

단계에서 추정된 농가의 비용효율성이다.  는 농가 와 동일한 그

4) 내생적 사회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사회적 상호작

용(social interaction)’, ‘동료효과(peer effects)’, ‘이웃효과(neighbourhood

effects)’, ‘모방(imitation)’등으로 다양하게 일컬어진다(Manski, 1993).

5) 이 모형은 동료효과를 추정하는 표준적인 모형(standard peer effect model)이다

(Topa & Zenou, 2015),

6) 시군구별 표본수는 평균 약 14개 농가로, 최소값은 8, 최대값은 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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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 농가들의 평균 비용효율성으로 농가 의 비용

효율성은 배제된 후 계산된 평균 효율성을 의미한다. 는 비용효율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가 경영주 또는 농가의 특성이고,  는 농

가 를 제외한 동료 농가들의 평균 특성을 나타낸다. 과 는 각각

‘내생적 효과’와 ‘외생적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일 경우, 동

료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불변인 농가 특성

변수를,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Manski(1993)는 동료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시결

정성(simultaneity)에 의한 식별 문제, 생략된 변수로 인한 편의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시차 변수와 연도별 지역 고정효과를 모형에 적용해 주었으

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사의 문제(Reflection Problem)

반사 문제는 식 (1.7)에  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문

제는 식 (1.7)에 기댓값을 취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식 (1.7)에 기댓

값을 취하면 식 (1.8)과 같이 표현되고, 와 의 평균은 각각

 와
 의 일부분이므로,  ≈ 와  ≈ 

가 성립된다. 이를 통해 식 (1.8)은 식 (1.9)와 같이 변환될 수 있으며,

 대해서 식 (1.9)를 풀면, 식 (1.10)과 같이  와  사

이에 선형종속이 발생한다.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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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종속은  와  가 동일한 시점에 결정되는 동시결정

성(simultaneity)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Manski(1993)는 이와 같은 문제

점을 반사의 문제(Reflection problem)라고 지칭하였다. 이 경우  

와  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외생적 효과’와 ‘내생적 효과’의 구

별이 불가능하게 되고, ‘내생적 효과’인 동료효과를 식별할 수 없게 된다.

(1.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lume at al.(2011)

이 제안한 동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1.1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11)    
     

   

  
   

   

∵    ≈      

위 모형은 농가의 t기 비용효율성은 t-1기 동료들의 평균 비용효율

성(   )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t기 뿐만 아니라 t-1기에도

농가와 동료 농가들의 상호작용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영향은 t기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식 (1.11)에 기댓값을 취하면, 식 (1.12)

와 같이 시차 연산자(lag operator) L에 의해  와   사이의

선형 독립이 성립되고 이로써 반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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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시차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발

생하는 계열상관성(serial correlation)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Gueya et al., 2018). 즉, 와  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와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경우,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 1계 자기상관

(first-order 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 것으로7) 나타나, Cochrane-Orcutt

절차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2) 생략된 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생략된 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는 준거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측불가능한 시간가변충격(Time-varying unobservable shocks)

이 농가의 효율성과 그룹의 평균 비용효율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나,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도구변수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Gueya et al.(2011), Li et al.,(2013)과 마찬가지로 지역 더미변수

()와 시차변수(time)의 교차항을 모형에 적용하였다. 이 교차항은 각

년도별로 지역에() 발생했던 관측불가능한 요소들을 통제해주는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지역 더미변수는 자

유도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거 그룹(시군구) 단위가 아닌 시도 단

위를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수도권, 관동권, 호서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재분류하여 구축되었다. 이를 적용한 동료효과 추정식은 식 (1.13)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7) Blltagi and Wu(1982) 검정법을 적용하여 AR(1)을 검정하였다. 검정통계량 값

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

다. 본 연구의 검정통계량 값은 0.9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2에서 상당히 떨어

져 있다고 판단되므로 AR(1)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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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농가특성 변수로는 경영주의 연령, 쌀 수입 비중, 영농 후계자 유무,

쌀직불금변수를 활용하였다. 경영주의 연령은 축적된 영농 노하우(경험)

와 경영주의 혁신성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영농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 경영주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

여 농가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생산 효율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Tipi et al., 2009; Jaime & Salazar, 2011;

Skevas & Grashuis, 2019). 후계자 변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의 유

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농가의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주기 위해 모

형에 포함해주었다(Frick & Sauer, 2017; Kazukauskas & Newman,

2010).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농가 경영주는 농업 활동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효율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쌀 수입 비중은 전체 농작물 수입에서

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쌀 생산에 대한 농가의 전문화 정도를

고려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변수는 농가의 쌀 생산과 관련된 지

식 습득 능력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같이 쌀 생산 규모

를 증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문화의 이점을 포착한다(Bojnec &

Latruffe, 2009; Zhu & Lansink ,2010). 쌀직불금은 쌀을 생산함으로써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생산연계직불금)과 논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생산비연계직불금)을 합한 변수이다. 직불금은 농가의 예산제약을 완화

시킴으로써 쌀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비용효율성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Ferjani, 2008; Zhu &

Lansink, 2010; 민선형·김관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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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적경제 수준이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집적경제는 산업 전문화를 나타내는 MAR 모형과 산업 다양화를 나

타내는 Jacob모형으로 구분된다. MAR 모형은 Marshall, Arrow, Romer에

의해 정형화된 것으로 전문화의 지식 외부효과(Knowledge Externalities)

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외부효과는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다수의 기업

이 한 지역에 집적하여 상호 연관된 활동과 교류를 통해 창출하는 외부

성을 의미하며, 동종 생산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에서 발

생한다. 반면, Jacobs 모형은 다양한 산업에 속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한

지역에 집적하여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양성의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Jacobs(1970)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다양

한 지식원천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혁신과

지식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집적경제의 개념을 농업 생산에 국한하여 사용하였

다. 즉, 동일한 작물(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를 MAR 외부효과(쌀 생산 전문화 효과)로 정의하였고, 특정 지역에 쌀

농가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농가가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Jacob

외부효과(작물 생산 다양화 효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R

외부성과 Jacob 외부성의 측정 지표로서 각각 입지계수(Location

Quotirent: LQ)와 허쉬만-허핀달 지표(Hirschman-Herfindahl Index

:HHI)의 역수를 사용하였다.

LQ는 전국 대비 특정 지역()의 쌀에 대한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

로서, 쌀 농가가 지역()의 전체 농가 수에서 차치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되며, 계산식은 식 (1.14)와 같다.

8) 다양한 경제활동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반이 필요한

데, Feldman & Audretsch(1999)는 공통의 기술기반을 보유한 다양한 보완산업

사이에 지식전달이 용이하다고 한다.



- 13 -

(1.14)    

  


 

      지역의 쌀 재배 농가수   지역의 농가 수

   전국 쌀 재배 농가 수   전국 농가 수

HHI는 일반적으로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계산식은 식

(1.15)와 같다. 여기서, 은 t기에 지역 에서 특정 농가 유형이 전

체 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농가유형은 농업수입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농가 유

형은 총 8개로 ① 쌀 농가, ② 채소 농가, ③ 과실 농가, ④ 원예 농가,

⑤ 밭작물 농가, ⑥ 축산 농가, ⑦ 특용작물 농가, ⑧ 기타작물 농가로

구분된다.9) HHI의 역수()는 지역의 Jacob 외부효과(작물 다양성)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계산식은 식 (1.16)과 같다(Beaudry &

Schiffauerova, 2009; Illy et al., 2009). 의 범위는  ≤  ≤ 

사이이며, r은 농가 유형의 개수를 의미하므로(Lhabitant, 2017), 

의 역수인 의 범위는  ≤  ≤  이다(Baltagi et al., 2016).

(1.15)    
  



 
  

  



 

 


(1.16)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만약 1가지 농가 유형만이 존재한다면,

9) 농가 유형은 농업총조사의 경영형태 변수를 사용하였다. 특용작물은 버섯, 약용

작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밭작물에는 콩, 감자, 고구마, 맥류가 포함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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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1로 동일할 것이다. 반면 지역에 8가지 유형의 농가

가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존재한다면, 는 높은 다양성(낮은 집중

도) 수준을 반영하여1/8(=8)로 계산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집적수준을 가진 지역에서 동료효과가 과

연 크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적 더미변수와 평균 효율성 변수

의 교차항을 모형에 도입하였다. 집적 더미변수는 높은 집적경제수준을

가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더미변수의

기준값(cut-off value)은 MAR변수의 경우 1.25, Jacob변수의 경우 4이

다. 일반적으로 산업 클러스터(전문화)를 규정하기 위해 LQ를 활용하는

연구들은 LQ가 1.25이상일 경우 산업 집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Crawley et al., 2013; Morrissey, 2016). 한편, HHI는 0.25 이상일 경우

산업집중도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Silberglitt et al., 2013), 본 연

구에서는 Jacob지표()가 4이상(0.25의 역수)일 경우, 작물 다양성

이 높은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집적경제 관련 변수와 집적경제와 동료효과의 교차항을 도입한 본 연

구의 최종적인 추정모형은 아래의 식 (1.17)과 같다. 여기서 과 는 각

각 동료효과와 ‘외생적 사회효과’를 의미한다. 비용효율성(
   )

변수는 탄력성으로 해석해주기 위해 로그 형태로 변환되었다. 와 는 각

각 작물 생산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른 집적경제 효과를 의미하고, 단위가

다른 두 집적경제 변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와 는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표준화되었다. 과 은 집적경제 효과가 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동료효과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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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ln   ln
     

  
  





   _
   

_
     

2. 분석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쌀생산비조사(2008-2012년도),

농가경제조사(2008-2012년도), 그리고 농업총조사(2005년도, 2010년도,

2015년도)이다10). 쌀생산비조사와 농가경제조사는 패널자료로서 두 자료

는 농가 식별번호를 활용하여 결합이 가능하다. 쌀생산비조사의 쌀 생산

비용과 각 투입물별 가격은 비용효율성 추정에 활용되었고, 농가경제조

사는 비용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농가 특성변수(연령, 농업종사자녀, 쌀

수입비중,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구축을 위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농

업총조사는 준거집단인 시군구의 집적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MAR 외부

효과(전문화) 및 Jacob 외부효과(다양성) 변수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다.

비용효율성 추정을 위한 비용함수 구축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는 <표 1.1>과 같다. 투입요소의 가격은 자본 가격, 노동 가격, 지대,

중간재 가격으로 구분하였다. 자본 가격은 농구비(소·대농기구), 영농시설

비, 수리비, 자본용역비(고정비)를 합하여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

가격은 자가 노동비와 고용 노동비를 투입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가중합

하였다.11) 지대는 자작지와 임차지의 단위면적당 토지용역비를 가중합한

10) 쌀생산비조사와 농가경제조사의 농가 아이디 번호를 활용하여 두 자료를 결합

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래 위 두 통계자료의 조사지역정보는 시도 단위까

지 제공되지만 2008-2013년도 자료에 한하여 통계청에 요청시 시군구 단위 정

보가 제공되었다. 이를 활용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권오상·강혜정(2015a, 2015b)

와 김홍상 외(2015)가 있다.

11) 노동과 토지용역비의 가중합 식은 다음과 같다(전웅찬·김관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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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다. 중간재 가격은 종묘비, 농약비, 비료비, 영농광영비를 합하여 생

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총 생산비용은 상기 항목에 위탁영농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표 1.1> 비용함수 관련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변수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변수명 설명

 총생산비용 만 원 761 919 86 13,270

 쌀 재배면적 ㎡ 11,901 15,144 1,556 193,360

 생산량 kg 14,432 19,307 855 259,770

 자본 가격 원/kg 44 51 0 1,168

 노동 가격 원/시간 7,791 2,905 3,314 13,840

 지대 원/㎡ 220 58 27 480

 중간재 가격 원/kg 218 83 30 1,056

농가 특성 변수와 집적경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1.2>와 같다.

쌀 수입 비중은 농가의 농작물 수입에서 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

미한다. 농업 종사 자녀 변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녀의 유무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는 1, 그렇지 않을 경우는 0

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가의 논 경지면적 및 쌀 재배면적에 직불금

단가를 곱하여 구축되었다.12) 동료 수는 본 연구의 준거집단인 시군구

안에 포함된 농산물생산비조사의 표본 수13)이다.14)

노동가격 자가노동투입시간

자가노동비 총노동투입시간

자가노동투입입시간 고용노동투입시간

고용노동비 총노동투입시간

고용노동투입시간 
지대 자작지면적

자작지토지용역비 총경지면적

자작지면적 임차지면적

임차지토지용역비 총경지면적

임차지면적 
12) 계산된 직불금에 대한 검정 작업으로서 민선형·김관수(2019)의 방법을 적용하

여 농가경제조사의 직불금 포함 항목과 계산된 직불금을 비교하여 계산된 직불

금을 조정해주었다.

13) 동료 수의 하한은 Kona et al.(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8개 농가로 제한하였

다. Konar et al.(2014)의 경우, Ohio 주(state)의 카운티(counties)을 준거집단으

로 구분하였으며, 동료 수의 최소값은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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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비용효율성 관련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변수명 설명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별
농가
특성

연령 농가경영주의 나이 세 66.47 9.56 33 90

전문화 농작물수입에서의 쌀 수입
비중 % 48.43 27.69 0.68 100

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백만 원 1.15 1.55 0.00 21.93

후계자 농업이 주업인 자녀 유무 더미
변수 0.02 0.14 0.00 1

동료
효과
변수

비용
효율성

동료농가의 t-1기 평균
비용효율성 0.89 0.03 0.78 0.96

연령 동료농가의 평균 나이 세 66.47 3.230 55 77

전문화 동료농가의 평균 쌀 수입 비중 % 48.22 14.07 15.02 80.13

직불금
동료 농가의 평균
쌀소득보전직불금

백만 원 1.13 0.67 0.15 3.63

후계자 시군구 내에 농업이 주업인
자녀가 있는 농가 비율

비율 0.02 0.043 0.00 0.22

동료 수 각 시군구에 속한 표본 수 농가 13.64 4.77 8 26

집적
경제
변수

LQ 쌀 전문화(쌀 생산의 특화도) 지수 0.00 1.00 -2.93 2.00

DIV 작물 생산의 다양성 지수 0.00 1.00 -1.73 2.68

표본 수 2,112 (911 농가)

집적경제 변수는 입지계수 LQ와 허쉬만-허핀달 지표의 역수인 DIV

로 되며, 두 변수 모두 농업총조사에서 조사된 농가 수를 활용하여 구축

되었다. 농업총조사는 5년 주기(2005년, 2010년, 2015년)로 조사되는 전

수조사로서 매년 조사되는 생산비조사 및 농가경제조사와 조사주기가 다

르다. 즉, 농업총조사는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에 대한 데이터가

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쌀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은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에서 쌀을

1,980㎡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다. KOSIS의 농가경제조사 통계설명에 따르면, 농

가경제조사의 표본은 9개 시도에 배분된 조사구 내 농가를 영농형태, 경지현황,

농업수입 등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된 농가이다. 여기서, 조사구는 시군

구가 아닌 전업/1종 겸업 농가비율, 평균 경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정렬한 후 추

출된 것이므로(2008년도 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쌀생산비조사의 경우, 시

군구에 대한 표본 대표성은 낮을 수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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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년도에 대한 지역별 집적경제 변수는 선형보간

법을 통해 생성된 시군별 농가 수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제 3 절 분석결과

1. 비용함수 추정결과

시간가변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생산

량과 투입물인 노동, 중간재 변수 등 계측된 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게 나타났다. 시간변수의 경우, 계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추정되

었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쌀 생산비용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쌀 재배농가의 평균 비용효율성은 0.89로 추정되었다. 이는 농가의 쌀 생

산에 대한 평균적인 비용 비효율이 약 11%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 (1.18)과 같이, 비용함수의 추정치와 농가의 평균 생산량을 활

용하여 비용의 규모 탄력성을 계측한 결과, 0.90으로 나타났다.

(1.18) ln

ln
  ln 



ln =0.90

이는 생산규모가 1% 증가할 경우, 비용이 0.9%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쌀 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김응규 외, 2016; 전웅찬․김관수, 2018) 그 맥락

을 함께한다.15)

15) 이를 제3논문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시간에 따른 쌀 생산의 규모탄

력성은 규모수익 증가(`08-`12년도)에서 규모수익불변(`13-`17년도)으로 감소했

다고 해석될 수 있다. 쌀 생산성이 연평균 0.9% 성장했다는 점과 고려하면(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8), 이와 같은 규모탄력성의 감소는 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

의 불변 또는 감소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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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쌀 재배 농가의 비용함수 추정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lnQ 0.786  (0.000)
lnL 0.222  (0.034)

lnA 0.030 (0.736)

lnM 0.718  (0.000)

0.5*lnQ  0.029  (0.000)
0.5*lnL  0.070  (0.008)

0.5*lnA  0.128  (0.000)

0.5*lnM 0.277  (0.000)

lnQ*lnL -0.035  (0.000)
lnQ*lnA 0.020  (0.007)

lnQ*lnM 0.014  (0.039)

lnQ*time 0.002 (0.322)

lnL*lnA 0.017 (0.298)
lnL*lnM -0.126  (0.000)

lnL*time 0.016  (0.010)

lnA*lnM -0.119  (0.000)

lnA*time -0.010  (0.031)
lnM*time 0.003 (0.460)

time -0.077  (0.002)

time  -0.006  (0.047)

constant 1.723 (0.345)


 0.012 (0.110)


 0.007 (0.168)

Log likelihood 3800.93

Observations 4,133

주 1) ( )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주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동료효과 추정결과

1단계에서 추정된 비용효율성을 활용하여 비용효율성에 대한 동료효

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모형 1’은 동료효과 추정을

위한 기본 모형으로 동료들의 t-1기 평균 비용효율성, 농가의 개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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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특성이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모

형 2’는 ‘모형 1’에 집적경제 효과를 추가한 모형이다. 집적경제 변수의

경우, 쌀 생산 농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MAR 외부성

(LQ)과 쌀 농가 이외의 다른 유형의 농가들이 집적되어 있음으로써 발

생하는 Jacob 외부성(DIV)으로 구분된다. ‘모형 3’은 ‘모형 2’에 집적경

제 더미변수와 동료의 t-1기 평균 효율성 변수로 구성된 교차항을 추가

하여, 집접경제가 큰 지역에서 동료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모형 3’에 년도와 지역 더미변수의 교차항

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고정효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추정결과, 모든 모형에서 동료들의 t-1기 평균 비용효율성이 개별 농

가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계수의 크기는 설명 변수를 추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연도별 지역 효과를 고려한 ‘모형 4’의 동료효과 추정 계수는(약 0.62)

지역 고정효과를 고려해주지 않았을 경우(약 0.82)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주지 않았을 경우, 생략

변수 편의로 인해 동료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4’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료효과를

나타내는 동료들의 평균 비용효율성의 계수 크기는 약 0.62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들의 평균 비용효율성이 1% 증가할 경우, 농가의 비용효율성

은 0.6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의 특성 변수의 경우, 직불금

과 후계자 변수가 비용효율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변수들은 모두 농가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서, 농가

의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용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직불금은 농가의 예산제약(재정상황, 신용상태)를 완화시킴으로써16)

16) 이와 같은 결과는 쌀직불금의 경우, 쌀 생산에 대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여 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제3논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제3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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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투자를 유도하므로(Cillero et al, 2018), 농가의 비용효율성을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농가 경영주의 농업을 지속하려는 동기와 농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Kazukauskas & Newman, 2010).

동료들의 평균 특성 변수 중에는 연령과 직불금 변수가 개별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농

가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외생적 사회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외생적

사회효과는 동료들의 외생적 특징들이 동기가 되어 개인적 성과에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급우의 부모가

가난할 경우, 개인의 학습 성과가 낮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급우의 부

모가 가난하면 개인은 교육으로부터의 보상이 낮다고 인식한다. 이를 통

해 개인의 학습 동기는 낮아지게 되고 결국 낮은 학습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Manski, 1993).

동료들의 연령의 경우, 부호가 음(-)으로 분석되어, 주변 농가들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비용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료들이 수령한 평균 쌀 직불금은 농가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혁신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Jaime & Salazar, 2011), 수령 직불금의 증가는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Zhu &

Lanski, 2010). 따라서 연령이 낮은 주변 농가들이 기술 변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고, 직불금을 투자하여 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면, 이는 개별

농가에게 비용효율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

경우,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이 1%증가할 경우, 생산성은 각각 0.007%,

0.00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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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 분석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내생적
동료효과 동료효과

0.8633 0.8492 0.8229 0.6169

(0.033) (0.033) (0.035) (0.040)

농가
개별
특성

연령
-0.0002 -0.0002 -0.0002 -0.0001

(0.000) (0.000) (0.000) (0.000)

쌀 수입 비중
(전문화 정도)

2.3× 3.8× 4.2×  5.1× 

(0.000) (0.000) (0.000) (0.000)

쌀소득보전직불금
0.0008 0.0008 0.0008 0.0008

(0.000) (0.000) (0.000) (0.000)

농업종사 자녀
0.0025 0.0025 0.0024 0.0022

(0.001) (0.001) (0.001) (0.001)

외생적
동료
효과

연령
-0.0005 -0.0005 -0.0006 -0.0007

(0.000) (0.000) (0.000) (0.000)

쌀 수입 비중
(전문화 정도)

6.8× 1.0× 1.9×  3.2× 

(0.000) (0.000) (0.000) (0.000)

쌀소득보전직불금
0.0014 0.0017 0.0018 0.0013

(0.000) (0.000) (0.000) (0.000)

농업종사 자녀
0.0042 0.0027 0.0021 0.0020

(0.003) (0.004) (0.004) (0.003)

집적
경제
효과

작물(쌀) 생산
전문화(LQ)

0.0135 0.0183 0.0224

(0.008) (0.009) (0.009)

작물 생산
다양성(DIV)

0.0155 0.0178 0.0158

(0.007) (0.007) (0.007)

LQ*peer effect
0.0111 0.0117

(0.006) (0.006)

DIV*peer effect
0.0093 0.0031

(0.007) (0.007)

상수
0.0060 -0.0013 0.0003 0.0349

(0.007) (0.008) (0.008) (0.008)
시간*지역 고정효과 No No No Yes

Adj.R-squared 0.5845 0.5849 0.5862 0.6127
Modified B-D-W 0.8705 0.8632 0.8652 0.8584

Observations 2,112
주 1) ( )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주 2)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 3) 집적경제변수인 LQ와 DIV의 계수는 표준화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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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경제 변수의 경우, 지역의 쌀 생산의 전문화(LQ)와 작물 생산

다양성(DIV) 변수 모두 농가의 쌀 비용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MAR 외부효과(LQ)의 영향(약

0.022)이 Jacob 외부효과(DIV)의 영향(약 0.015)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LQ와 DIV가 1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농가의 비용효율성은

각각 2.2%, 1.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적경제 더미변수와 동료의 t-1기 평균 효율성으로 구성된 교차항의

경우, 쌀 전문화 변수(LQ)의 교차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쌀 생산이 전문화된(LQ

가 1.25 이상) 지역의 동료효과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약 0.01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지역의 LQ가 1.25이상일 경우,

그 지역의 해당산업의 클러스터(cluster)로 분류될 수 있다(Morissey,

2014). 따라서, 쌀 농가에 대한 동료효과는 쌀 산업 클러스터에서 더 크

게 나타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비용효율성과 마찬가지로

동료효과 역시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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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본 연구는 쌀 재배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를 추정하고

이 효과가 집적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비용효

율성은 확률변경모형을 적용하여 추정되었으며, 동료효과는 선형평균모델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료효과 식별 시 발생하는 반사문제는 Blum et

al.(2011)과 Gueye et al.(2018)이 제안한 동적 모델을 적용하여 해결하였

다. 또한 생략된 변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의 경우, 고정효

과 모형에 시간변수와 지역더미변수의 교차항을 포함하여 완화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쌀 재배 농가의 평균 비용효율성은 0.89로 분석되었

다. 또한 평균 규모효율성을 0.90으로 추정되어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비용효율성을 활용하여

농가의 효율성에 대한 동료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지역 내에 거주

하는 쌀 재배 농가들의 평균 비용효율성이 개별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별 농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동료 농가와의 상호 작용도 농가의

비용효율성에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동태적 집적경제효과인 쌀 생산 전문화(MAR 외부효과)와 작

물 생산 다양성(Jacob 외부효과)이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쌀 생산 전문화와 작물 생산 다양성 모두 농가의 효율성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집중도가 비용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이 작물 다양성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대비 지역의 쌀 농가 비중이 큰 지역의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

가보다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집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농

가간의 정보 교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적경제 변

수와 동료 농가의 평균 비용효율성으로 구성된 교차항을 도입하여 집적

경제 수준이 큰 지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 검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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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쌀 산업이 특화된 지역에서 동료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적경제가 있을수록 정보 교환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Haliu & Deaton, 2016; Tirkaso & Haliu; 2019).

기존의 농가의 비용효율성의 향상 요인으로는 농가의 규모 및 전문화,

인적자본, 정부 정책 등이 많이 거론되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사회적 상

호작용을 요인으로 활용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료효

과가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17)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국내 농업 정책은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주산지

및 작물특화단지를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정책 설계 시 지역 선정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작물 생산이

다양한 지역보다는 단일 작물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동료효과를

통한 경쟁력이 크므로, 정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고

려된다면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료효과는 농가의 위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Park et al, 2017). 따라서 차후에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분석이 이

루어진다면 좀 더 풍부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밭작물과 같이 쌀보다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성이 낮은 작물을 중심

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17) 사회적 자본은 인적·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

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희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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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 배수개선사업이

지역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하암거배수시설을 중심으로-

제 1 절 서 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

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농경지 및 시설물

의 피해도 증가하였다(조진훈 외, 2011; 신안국 외, 2017). 정부는 이와

같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해왔다.

배수개선사업은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최

근에는 논에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배수개선사업은

기존의 재해 위험 대응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논의 배수상태를 개선시키는 작업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2020). 그 중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지하암거배수시

설은 흙속에 수분을 정해진 기간 내 배제하여 작물 성장에 습해를 주지

않도록 지하에 토관 등을 설치하여 배수를 개선시키는 시설이다. 지하암

거배수시설은 건답화를 통해 논의 습답피해(벼의 도복피해, 기계 빠짐

등)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농어촌연구원, 2018), 논 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습해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밭작물도 논에서 재배가 가능토록 한다(강민

정 외, 2019;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2019).

2020년 쌀 중심의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농업인은

재배 작물에 상관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기존의 쌀 재

배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했던(이문호·김관수, 2020) 직불금의 개편으

로 농가의 작목선택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쌀 재배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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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목 전환을 돕기 위해 재배단지 조성, 쌀 이외의 작물 기계화율 제

고,18) 배수 개선 등과 같은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농림축산

식품부, 2020). 이러한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면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에

대한 수요와 이를 위한 암거배수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배

수개선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18년에 준공된 지

하암거배수시설의 설치 시범 지역인 A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으로 인한 지역 쌀시장의 균형 변화와 사회적 후

생 변화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효과 제과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한 연구로는 백승우·

정안성(2013), 이석주 외(2015) 등이 있다. 백승우·정안성(2013)은 관배

수시성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작물생산량 증대효과, 영농경비절감효과, 유지관리비용절감효과, 재해방

지효과 등을 사업의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석주 외(2015)는 배수개

선과 같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통적인 편익 항목으로 작물생산의

양적변화(단수증가, 경작면적 증감)를 제시하였다. 다만, 재해방지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는 평가의 객관성이나 분석방법에 따른 평가액 차이가 크

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할 뿐 전체 효과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김

영주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성과로 생산과 관련된 직

접효과만을 조사하였다.

논의 배수는 <표 2.1>과 같이 벼의 생육단계별 물관리 요령과 관계가

깊다(정병진, 2016). 즉, 물이 필요 없는 헛새끼칠때19)와 물때기 시기에

배수가 불량하여 습답 상태가 된다면, 도복(벼 쓰러짐) 피해나 헛새끼가

18)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 중 하나로서 쌀 이외의 작물의 기계화

율을 `22년까지 75%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b).

19) 헛개끼 줄기란, 벼와 같은 맥류의 마디에서 줄기가 났지만 이삭을 맺지 못하거

나 죽어 버리는 줄기를 의미한다.



- 33 -

발생할 수 있고, 수확시기 땅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농기계가 빠지고 이로

인해 생산비는 증가한다. 또한, 벼알이 익기 전에 벼가 쓰러져 버리면 기

계 수확이 불가능해지거나, 심한 경우 벼 이삭이 논과 접촉되어 부패될 수

도 있다.

<표 2.1> 벼 생육시기별 물대는 요령 및 효과

생육시기 물대는 요령 물깊이 효과

모내기 얕게 댈 것 2-3cm 모를 얕게 심고 뜬묘경감

뿌리내림 깊게 댈 것 5-7cm 식상경감, 증산억제, 활착
촉진

새끼치기 얕게 댈 것 2-3cm 새끼치기 촉진

헛새끼칠 시기 중간 물때기
(5-10일간) 0 헛새끼치기 억제, 유해물질

제거, 쓰러짐 방지

이삭들 시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4cm 뿌리활력 증대, 유해물질

제거 촉진
이삭이 팰

시기 보통으로 댈 것 3-4cm 꽃가루받이 촉진

이삭여뭄 시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3cm 등숙양호,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물때기 완전 물때기 0 농작업 편리

자료: 정병진(2016)

이와 같이 배수개선이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참고하여, 본 연

구에서는 사업의 생산 관련 효과를 단수와 기계구동시간 효과로 구분하

였다.20) 단수효과는 사업 후 배수상태 및 도복피해가 개선됨으로써 발생

하는 생산성 증가 효과를 의미한다. 기계구동시간 효과는 사업 후 사업

전보다 건답화가 됨으로써 기계빠짐 현상이 해소되어 발생한 기계구동시

간 감소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전/후 성과의 단순 평균 비교를 통해 사업효과를 살

펴본 선행연구들과 달리,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로 인해 나타날

20)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인 A지구 내 논의 경우, 사업 이전에 배수가 잘되지

않던 논에도 쌀 재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 전후 경지면적 증감

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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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측하고자 하는 사업효과는 사업이 시행

된 모든 논에 대한 평균 효과와 이를 사업대상지(논)의 특성에 따라 분해한

효과로 구분된다. 사업 수혜 논의 주요 특성으로는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각각 벼의 생산성과 기계구동시간에 영향을 준다(농어

촌연구원, 2018; 김채수 외, 2002). 본 연구에서는 각 특성의 수준에 따라 사업

효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봄으로써, 사업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사업대상지의 조건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편익으로서 생산 효과로 인한 사회후생

에 변화액을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이 아닌 사업대상지역의 쌀 시장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본 사업의 사회적 후생이란 생산자후생 변화분만을 의미한다. 본 사업의

편익인 생산자후생 변화액은 사업효과 추정결과를 균형대체모형에 적용

함으로써 계측되었다. 균형대체모형은 사업 및 정책시행과 같은 외부충

격으로 인한 시장 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를 계측하는

방법이다(Wohlgenant, 2011; 이계임 외, 2011; 안병일․최지현, 2014;

강민정 외, 2019). 마지막으로, 평균 사업효과와 사업대상지의 조건에 따

른 사업효과를 기준으로 한 후생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평균 효과를 적용했을 경우의 순편익과 사업대상지의 조건이 최적일 경

우의 순편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추정 방법과 분석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사업효과 분석’과 ‘사

업효과로 인한 생산자후생 변화 및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된다. 제3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사업효과 제고 방

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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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배수개

선사업이 시행된 논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논을 대상으로 일종의 준실

험적 효과 평가 방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적

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살펴본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된 사업효

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후생 변화를 계측하고, 후생 변화로 인해 발

생한 편익과 사업비용을 활용하여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사업의 효과 분석

사업의 성과평가 방법론에서 사업효과는 식 (2.1)과 같이 사업 수혜

그룹인 처치그룹(treatment group)과 사업 비수혜 그룹인 통제그룹

(control group)의 성과 차이의 평균으로 정의될 수 있다.

(2.1) 사업효과  

여기서, 는 사업 성과지표(본 연구의 경우, 논의 단수와 기계구동시

간)로서, 는 개체(논) 가 사업을 적용받았을 때의 잠재적인 성과 값

이고, 는 가 사업을 적용받지 않았을 때의 성과 값을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한 개체는 사업의 처치와 미처치 중 하나의 상태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 값에 대한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에 대한 사업

의 처치효과는  가 아니라 평균의 차이 로 표현될 수

있다. 평균 처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회귀식은 식 (2.2)

와 같으며, 이때 는 사업처치 여부이고, 


는 사업의 처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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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식 (2.3) 참조).

(2.2)     

(2.3)          



식 (2.2)를 추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처치 변수 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이다. 즉, 처치 변수 와 오차항 가 통계적으로 서

로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처치효과 추정치(


)는 실제 사업의 인과효

과보다 사업의 효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21)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이지만,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실증분석에서 의 내생성을

완전히 제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대

안 중 하나가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이

다.

이중차분법은 사업 전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성과를 두 번

차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그림 2.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굵은 점선과 실선은 각각 통제집단(사업미시행 논)과 처치집단

(사업 시행 논)의 평균 성과( 

 )를 의미한다. 상첨자 는 사업 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t가 사업 시행 전일 경우   , 시행 후일 경우

  로 표시된다. 하첨자 는 사업 처치 그룹을 구분하는 것으로 처

치집단의 경우 =1, 통제집단의 경우 =0으로 표시된다.

처치집단의 사업 전후 성과 차이( 


  


)에는 사업의 효과와 사업

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성과 변수의 변화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다. 반면,

21) 두 집단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 처치변수 와 성과변수 에 영향을 미친다

면, 선택 편의(selection bias)에 의한 내생성(endogeneity)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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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의 사업 전후 평균 성과 변수 차이( 


  


)는 사업효과가 아

닌 기타 요인(기후, 농가의 재배능력)에 의해 발생한 변화만을 의미하므

로 처치집단의 사업시행 전후 성과 차이에서 ( 


  


)에서 통제집단의

전후 성과차이를( 


  


) 차감해줌으로써 순수한 사업효과( 


  


)를

계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중차분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 방법이

유효하려면 평행추세(parallel trend) 가정이 유효하여야 한다(Abadie,

2005).22)

<그림 2.1> 암거배수개선사업의 이중차분법 도해

22) 사업 처치 전에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이 서로 다른 추세를 가지고 있다면, 처치

후 처치그룹에서 나타나는 성과변수의 변화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처

치 전에 이미 존재하는 추세(preexisting trend)의 차이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

게 된다(김근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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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은 “처치(사업시행)가 없었을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과 값이 사업 시행 전후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다. 이와 같은 가정은  


를 관측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는 검정할

수 없지만, 사업 시행 이전에 두 집단의 성과변수 값이 평행한 추세를

보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있다(손호성, 2018; 이동

규·성재훈, 2018). 본 연구에서는 짧은 시계열이라는 제약 하에서 처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업시행 이전(16년도와 17년도)의 단수를 살펴보았고,

검토 결과 <그림 2.1>과 같이 평행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23) <그림 2.1>의 이중차분 추정량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

식은 식 (2.4)와 같으며, 회귀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계수들의 의미는 <표

2.2>와 같다.

(2.4)       

     

<표 2.2> 모수들에 대한 식별

시점/집단 사업 전 사업 후 차이

통제집단 





처치집단 











차이 





자료: 강창진 외 (2014)

이 경우에도 처치변수 의 ‘시점 간 외생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

는데,24)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암거배수시설의 준공 시점()은 사업

23) `16년도와 `17년도에 대한 처치집단의 기계구동시간은 42.5분/10a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두 시점에 대한 통제집단의 기계구동시간도 35.8분/10a으로 동일하

게 나타나, 두 집단의 기계구동시간은 평행한 추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지역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4조 콤바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기준 벼의 4조 콤바인 이용시간은 30.66분/10a이다(농촌진흥청, 2017)

24) 처치변수의 시점 간 외생성은 처치의 적용시점이 사람들의 자발적이거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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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지역 특성 및 논의 특성)들과 무관하게

행정적인 수요에 맞춰 진행되었으므로 외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 미관찰 고유 특성(토질, 지형의 특성 등)

은 그룹변수()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지만,  이외에 특성이 에

영향을 미쳤다면,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에 의한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룹변수() 이외에 처치변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 시간불변(time invariant) 특성 변수를

통제하고 누락변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식 (2.5) 참조).25) 이때 그룹 변

수인 는 시간불변더미로서 에 귀속하게 되고, 사업효과를 의미하는

이중차분계수는 이다.

(2.5)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 대상 논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본 추정식인 식 (2.5)에 사업성

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 주요 특성(배수등급 및 경사도) 변수와 사

업 처치변수()의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논 특성 변수인 배수등

급과 경사도는 구간형 변수로서,26) 각 구간별로 더미변수로 모형에 도입

되었다. 식 (2.5)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은 모든 논에 대한 평균 사업효과

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고, 처치변수와 논 특성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적인 행동과 무관하게 정해질 때 달성된다(강창희 외, 2013).

25) 실제로 식 (4)를 통상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적용하여 추정

한 결과,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고정효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업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6) 배수등급은 ‘매우 양호’, ‘양호’, ‘약간 양호’, ‘약간 불량’, ‘불량’, ‘매우 불량’으로

구분되고, 경사도는 ‘0-2%’, ‘2-7%’, ‘7-15%’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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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모형은 사업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사업효과를 분해하기 위한 모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시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암거배수시설의 설치 대상

지의 기준은 배수가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이다(농어촌연구원,

2018). 이와 같은 등급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배수가 양호한

논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이 낮고, 배수등급이 불량한 논27)의 경우 사업

의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연구원, 2018; 강민정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배수등급을 1단계(‘양호’28)), 2단계(‘약간 양호/약간

불량’), 3단계(‘불량/매우 불량’)로 구분하고, 본래의 사업 대상지 선정 기

준인 ‘배수등급 2단계’를 참조(기준) 범주로 설정하여 2개의 배수등급 더

미변수(배수등급, 배수등급)를 모형에 추가하였다(식 (2.6)참조). 여

기서, 배수등급는 배수가 ‘양호’한 논을 식별하는 더미변수이고,

배수등급는 배수등급이 ‘불량/매우 불량’인 논을 식별하는 더미 변수이

다.

(2.6) 단수     배수등급

배수등급 

배수등급 외에 경사도 또한 기계작업 효율성과 지형의 지하수위 및

배수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김채수 외, 2002; 전현정 외, 2017) 사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식 (6)에 처치변수와 경사도 더미변수

의 교차항을 추가함으로써, 경사도별로 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식 (2.7) 참조). 경사도는 1단계(0-2%), 2단계(2-7%),

3단계(7-15%)로 구분되며,29) 경사도 1단계를 참조 변수로 설정하였다. 경

27) 배수등급이 ‘불량/매우 불량’인 논은 ‘약간 불량’인 논과 다르게 장기간 습한 상

태로 있으며 지하수위가 높은 논이다.

28) 본 사업의 시행된 논 가운데 배수등급이 ‘매우 양호’한 표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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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있는 지형의 경우, 지하수위가 낮고 강우 시 토양 수분 배수가 더

용이하다(Rahardjo et al, 2005; 전현정 외, 2017). 따라서 두 변수 사이

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주기 위해 배수등급과 경사도의 교

차항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2.7) 단수     배수등급

배수등급경사도경사도

배수등급경사도배수등급경사도

배수등급경사도배수등급경사도

 

이 경우, 준거집단은 배수등급이 2단계이면서 경사도가 0-2%인 논

이다(배수등급 , 배수등급, 경사도 , 경사도 가 모두 ‘0’). 식 (7)에

서 와 는 각각 준거집단과 배수등급 1단계 또는 3단계(‘불량/매우불

량’)인 논 집단과의 효과 차이를 의미한다. 이때 비교집단의 경사도는 준

거집단과 마찬가지로 0-2%(경사도=0 and 경사도=0)이다. 와

는 각각 준거집단과 경사도가 2-7%인 그룹, 7-15%인 그룹과의 차이

를 나타내고, 이때 비교그룹들의 배수등급은 참조그룹과 마찬가지로 2단

계이다(배수등급   and 배수등급  ). -은 배수등급과 경사도

의 교호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배수등급이 1등급이고 기울기가

2-7%인 논의 사업효과는 참조그룹의 사업효과와      만큼 차이

가 나며, 여기서 와 는 각각 배수등급과 경사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

는 효과 차이이고, 는 배수등급과 경사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

29) 본래 경사도는 ‘0-2%(평탄 또는 준평탄)’, ‘2-7%(매우 약한 경사)’, ‘7-15%(약

한 경사)’, ‘15-30%(심한 경사)’, ‘30-60%(심한 경사)’, ‘60% 이상(매우 심한 경

사)’로 구분되지만, 본 사업의 시행된 논 가운데 경사도가 ‘약한 경사’를 초과하

는 표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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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 차이이다. 추정식 (2.7)의 추정계수를 통해 추정된 논의 특성별

순수 사업효과는 <표 2.3>과 같다.30)

<표 2.3> 논 특성별 순사업효과

구분 경사도 경사도  경사도

배수등급 
 

    
    

배수등급


 
 

배수등급
 

    
    

2) 사업으로 인한 생산자후생 변화(편익) 추정

사업은 지역의 쌀시장 균형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생산자후생 또

한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생산자후생의 변화를 사업의 편

익으로 정의하였다. 생산자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앞 단계에서 추정

된 사업효과를 균형대체모형에 적용하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쌀시장 균형 변화를 분석한다.

쌀의 시장균형모형은 아래와 같이 쌀에 대한 공급 및 수요곡선, 가격

함수로 구성된다31).

(2.8)     : 공급곡선

(2.9)    : 수요곡선

(2.10)     :쌀에 대한 가격 관계

여기서 는 생산자 가격, 은 소비자 가격, 와 는 각각 쌀 공

30)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경우, 배수등급경사도
외에 다른 교차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이 존재하지 않아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31) Wohlgenant(2011) p295과 안병일·최지현(2014)의 연구방법론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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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곡선과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의미하고, 은 쌀 생산자 가격

과 소비자 가격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식 (2.8)∼식 (2.10)을 전미분하고

식의 왼쪽 변수로 각각 나누어주면 식 (2.11)∼식 (2.13)과 같은 로그 변

화분( ≒


)으로 표현되는 모형으로 전환된다.

(2.11) 























(2.12) 























(2.13) 
















이는 다시 식 (2.14)∼식 (2.16)과 같은 탄력성과 변화율로 구성된

모형으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은 모두 해당 변

수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모수  ,  ,  , 는 각각 공급과 수요의 가

격탄력성,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이동요인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한다.

또한, 파라미터 는 초기 균형상태에서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의 비율

()을 나타낸다.

(2.14)     

(2.15)     

(2.16)     

본 연구와 같이 단일 시장에 하나의 상품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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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균형대체모형의  는   와 동일하므로(Wohlgenant, 2011),32) 식

(2.14)와 식 (2.15)는 각각 식 (2.17)과 식 (2.18)로 변환될 수 있다.

(2.17)     

(2.18)     

다만, 본 연구와 같이 전국이 아닌 사업지구의 쌀 시장에만 국한하

여 균형변화를 계측할 경우, 해당 지역의 쌀 생산량이 국내의 쌀 생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므로 지역의 쌀 생산량 증가는 시장가

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2>와

같이 수요곡선(D)은 수평선으로 표시된다.

<그림 2.2> 사업으로 인한 A지구의 쌀 시장 균형 및 후생 변화

32) 이와 같은 등식은 가격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쉽게 증명된다. 가격변화가

없을 경우, 


  인데, 여기서  


′ 

과 같이 가격 변화율을 의미

하므로, 는 결국 가격변화율에 대한 공급변화율을 나타내는 가격탄력성을 의

미한다. 다만, 
′   이므로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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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전, A지구 농가들의 쌀 공급곡선은  , 쌀 균형가격 및

수량은 각각  ,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때 생산자후생는 삼각형 A

의 면적이다. 사업 시행 후, 공급곡선은 →으로 이동하게 되고, 쌀

균형 공급량은 →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생산자후생은 면적 B

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사업 지구의 사회적 후생변

화는 생산자후생 변화분(면적B)을 의미하고, 수요곡선 변화율과 가격변

화율은 ‘0’이 되므로 균형 변화식은 식 (2.19)와 같이 단순화될 수 있다.

(2.19)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수의 증가 뿐 아니라 기계구동시간 감소에 따

른 생산비 절감도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균형

식에 적용해주기 위해서 기계구동시간의 감소로 X만큼 생산비용(임차

료)이 덜 든다고 가정한다면, 식 (2.11)은 식 (2.20)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안병일·최지현, 2014). 이를 다시 식 (2.17)에 대입하면, 식 (2.21)

을 얻을 수 있다.

(2.20) 

























(2.21)      

식 (2.21)에 식 (2.19)와 마찬가지로 가격변화율은 ‘0’이라는 가정을

적용하면, 단수 증가와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인한 균형 공급량 변화는

식 (2.22)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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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산자후생 변화분(∆=면적 B)은 앞선 과정에서 구

한  및 의 영향을 받아 식 (2.2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33)

(2.23) ∆    ∆

  

  


′   

,  

∆

3) 경제성 분석

암거배수시설과 같이 편익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사업의 경

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화 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 (2.24)를 활용하여 내구연한동

안 발생하는 사업의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본 사업의 내구연

한은 강민정 외(2019)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가 인터뷰를 참고하

여 30년으로 가정하였고, 사회적 할인율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의 기준에 따라 4.5%로 가정하였다(기획재정부, 2017).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사업의 내구연수 동안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

치 총액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을 뺀 차액을 의미하고, 계산 결과가

정(+)의 수치가 나오면 적용된 할인율(자본의 기회비용) 하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4) 사업의 총 순편익 = 
  



 


 

  



 


 

  



  



33) 본래생산자후생변화는 ∆  ∆ ∆= 

를 통해 계산되지만(Wohlgenant,, 2011), 본 연구는 가정들로 인해 ∆와

가 ‘0’이므로 계산식이 식 (2.23)과 같이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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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각각 t차 사업시행연도에 발생하는 편익, 비용, 순편

익을 의미한다. 은 사회적 할인율을 나타내며, 는 사업효과가 소멸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즉, 내구연한을 의미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분석자료로 농어촌연구원이 사업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34) 본 연구가 활용한 주요 조사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주요 조사 내용

사업성과 정보는 사업시행 논과 비시행 논을 구분하여 <표 2.5>와

같이 각 시점별로 조사되었다. 설문 조사대상은 농어촌연구원이 확보하

고 있는 42개의 사업 참여 농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응답에 오류가

없는 32개 농가이다.35)

34) 농어촌연구원은 1월 말부터-2월 초까지 지하암거배수사업 참여한 42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감소정도, 밭작물 재배 의지, 사업에 대한 의

견 등을 조사하였다. 사업성과 중 생산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3월 6일-13일 동안

전화 조사를 통해 수행 되었다.

35) 응답을 거부하거나 소유한 모든 논에 사업을 진행한 농가의 경우, 처치그룹에

대비되는 통제그룹을 구성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 사 항 목 세 부 내 용

① 응답자특성 성별, 연령, 영농 경력 등

② 사업 미시행 논 위치 사업 미시행 논의 위치

③ 생산관련 사업성과 사업 전후 수확시기 기계 구동시간과 단수

④ 시설 유지비 및 수리비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과 수리(修理)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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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업성과(기계구동시간) 관련 질문 예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 시행 논(A) 분 분 분 분

사업 미시행 논(B) 분 분 분 분

처치그룹(사업 시행 논)과 통제그룹(사업 미시행 논)에 대한 배수등

급 및 경사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되는 토양도의 정보를 활용하여 구

축되었다. 논의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혜 논과

비수혜 논의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

해 사업이 시행된 논의 지번 정보를 수집하였고, 비수혜 논의 위치 정보

는 농어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였다.36)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지도37)는 배수등급, 경사도, 심토 및 표토 특성

등의 토양특성을 제공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서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하거나, GI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지에 대한 토양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지번 정보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사이트에

서 지번을 검색하여 해당 논에 대한 배수등급과 경사도 정보를 확보하였

다. 지번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논의 경우, 논이 위치한 마을(리)의

평균 배수등급(경사도)으로 자료를 대체하였다. 평균 배수등급(경사도)

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토양도의 배수등급(경사도) 지도와 국토교

통부에서 제공하는 연속지적도를 GIS를 통해 중첩하여 구축하였다(<그

림 2.3> 참조).

36) 농가가 사업 미시행 논의 지번을 정확히 응답하지 않은 경우, 지번 대신 기입되

어 있는 대략적인 논의 위치 또는 논이 위치한 마을(리)의 정보를 활용하여 배

수등급 및 경사도 정보를 구축하였다. 대략적인 위치를 대답한 농가의 경우(예,

사업 시행 논의 반경 300m 이내), 토양도의 거리(반경)측정 기능을 활용하여

위치 조건을 만족하는 논의 배수등급 자료를 통제집단의 배수등급(경사도) 자

료로 대체하였다. 논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논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위치점의 주변 논들은 유사한 배수등급(경사도)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를 사업 미시행 논의 배수등급(경사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7)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토양환경지도 중 토양 특성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주

소는 ‘https://soil.rda.go.kr:2360/soil/soilmap/characteristic.js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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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마을(리)의 평균 배수등급 자료 구축과정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는 <표 2.6>과 같다. 배수등급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경우, 지하암거배수시설 설치 기준인 ‘배수등급 II

(약간 양호/약간 불량)’을 참조 변수로 활용하여, ‘배수등급 I’, ‘배수등급

III’으로 구분된다.

변수 설명 평균 SD

그룹 구분 통제그룹=0, 처치그룹=1 0.50 0.50

사업 여부 사업 전(16-17년)=0, 사업 후(18-19년)=1 0.50 0.50

배수등급 I ‘양호’할 경우=1 그렇지 않을 경우=0 0.14 0.34

배수등급 III ‘불량’, ‘매우 불량’일 경우=1 그렇지 않을 경우=0 0.23 0.42

경사도 II 논의 경사도가 2-7%인 경우=1 그렇지 않을 경우=0 0.36 0.48

경사도 III 논의 경사도가 7-15%인 경우=1 그렇지 않을 경우=0 0.19 0.39

관측치 수 256 개 (32농가*2그룹*4개년)

<표 2.6> 이중차분법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기초 통계

‘배수등급 I=1’의 경우는 배수상태가 ‘양호’한 논을 의미하고, ‘배수

등급 III=1’의 경우는 배수상태가 ‘불량/매우 불량’한 논을 나타낸다. ‘경

사도 II’와 ‘경사도 III’은 경사도를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다. ‘경사도

II=1’의 경우는 경사도가 2-7%인 논을 의미하며, ‘경사도 III=1’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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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사도가 7-15%인 논을 나타낸다.

생산자후생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와 모수는 다음과

같다. 가격은 3개 연도(2016-2018년)의 산지 수확기 쌀 가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KREI-KASMO 2016년 모형에서

제시한 값을 활용하였다. 순편익 계산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농어촌연구

원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본 사업의 사업면적은 55.6ha로 이에 대한 총

사업비용은 28억 원이이다.

사업 전 생산량과 기계구동 시간은 사업 대상지의 2016-2017년도 평

균 생산량(723kg/ha)과 평균 기계구동시간(425분/ha)을 활용하여 구축

되었다. 사업 후 생산량과 기계구동시간은 ① 평균효과 추정결과를 적용

한 경우(식 (5)), ② 배수등급이 2단계인 논에만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

우(식 (6)), ③ 배수등급이 2단계이면서 경사도가 2%이하인 논에 사업

이 시행되었을 경우(식 (7))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사업대상지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후 생산량은 사업

전 생산량에 평균 단수효과(188kg/ha38))을 더한 사업 후 단수

(7,418kg/ha)와 사업면적을 활용하여 계산된다. 배수등급을 고려하여 배

수상태가 ‘약간 양호/약간 불량(배수등급 2단계)’인 논에 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 후 생산량은 ‘배수등급 2단계’ 논에 대한 단수효과(약

278kg/ha)와 사업 시행면적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배수등급과 경사

도를 모두 고려한 경우는 배수상태가 ‘약간 양호/약간 불량’이고 경사도

가 0-2%인 논에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단수효과의 경우,

경사도별 사업효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논의 단수효과는 ‘배수등급 2단계’ 논의 단수효과와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를 균형 변화식에 적용

해주기 위해서는 쌀 1kg을 생산하는데 사업 전후 기계임차료가 얼마나

38) 1ha=100a이므로, 10a당 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에 10을 곱한 값을 ha당 효

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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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는지 파악해야한다.39) 수확작업에 투입된 기계의 시간당 임차료는

2016년 농산물생산비조사40)를 활용하여 20,916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여(약 349원/분), 사업 전후 기계 구동시간에 곱해줌으

로써, 사업 전후의 ha당 기계임차료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전후에 대

한 kg당 기계임차료는 계산된 ha당 기계임차료를 ha당 단수로 나눠줌으

로써 계산된다.

구분 설명 계측값

가격1) 2016년-2018년 산지 쌀가격 평균 1,986원/kg


2) 쌀 공급의 가격탄력성 0.11

생
산
량

사업 전 사업면적 55.6ha × 단수 7,230kg/ha 401.988kg

사업 후

평균 효과 사업면적 55.6ha × 단수 7,418kg/ha 412,413kg

배수등급 사업면적 55.6ha × 단수 7,508kg/ha 417,467kg

배수등급+경사도 사업면적 55.6ha × 단수 7,508kg/ha 417,467kg

기
계
임
차
료

사업 전 425분/ha × 349원/분 ÷ 단수 7,230kg/ha 20.49원/kg

사업 후

평균 효과 359분/ha × 349원/분 ÷ 단수 7,418kg/ha 16.87원/kg

배수등급 357분/ha × 349원/분 ÷ 단수 7,508kg/ha 16.59원/kg

배수등급+경사도 342분/ha × 349원/분 ÷ 단수 7,508kg/ha 15.85원/kg

사업비용 사업 면적 55.6ha에 대한 총 사업비용 28.5억 원

주 1)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9a)」
주 2) 서홍석·김충현(2016)의 KREI-KASMO 2016에서 제공하는 탄력성을 차용하였다.

<표 2.7> 생산자후생 변화 분석을 위한 주요 모수 및 초기값

39)     이고  는 kg당 가격이므로,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인해 절

감된 생산비용 /kg를 파악해야한다.

40)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수확시기의 기계 구동 감소 시간을 조사했으므로 수확

기(9월-10월) 수확 작업에 대한 기계 임차료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도

부터 기계 임차비용이 월별로 제공되지 않아 해당 금액이 어떤 작업에 대한 임

차료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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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1. 사업효과 추정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단수효과와 기계구동시간효과 추정결과로 구

분된다(<표 2.8>과 <표 2.9>참조). 추정결과의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식 (1.5), 식 (1.6), 식(1.7)을 추정한 결과이다.

그룹과 사업 처치만을 고려한 ‘모형 I’ 추정결과, 통제집단의 사업 전후

단수 차이는 6.56kg/10a()으로 분석되었다. 처치집단의 사업 전후 단수

차이( )는 25.31kg/10a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배수개선사업으로 인

한 순 사업효과는 18.75kg/10a당()이다.

‘모형 II’는 ‘모형 I’에 배수등급을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으로서 배

수등급 구분 없이 모든 논에 대한 평균 효과를 추정한 ‘모형 I’과 달리

‘모형 II’는 사업효과를 논의 배수등급별로 분해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

다. 분석결과, 처치집단의 논 중 배수등급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준

거집단: 배수등급 I=0 and 배수등급 III=0)의 순 사업효과()는

27.87kg/10a으로 분석되었다. ‘배수등급 3단계(불량/매우 불량)’의 논의 경

우, 사업 전후 단수 차이(  )는 4.49kg/10a이지만 사업 외 요인에

의한 단수 증가분()을 제외하면, 순 사업효과( )는 -2.07kg/10a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수등급이 ‘불량/매우 불량’한 논에 대한 사업효과는

음(-)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모형 III’는 ‘모형 II’에 경사도 관련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사업 수혜논 중 배수등급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하고 경사도가

2% 이하인 논(준거집단: 배수등급I, III=0 and 경사도II, III=0)의 순 사



- 53 -

업효과()는 29.69kg/10a으로 분석되었다. 준거집단과 경사도는 동일하

지만 배수등급이 3단계(불량/매우 불량)인 논의 경우, 준거집단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사업효과가 31.75kg/10a()만큼 감소하여, 사업 후 오

히려 단수가 2.60kg/10a(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사업의 단수 증가 효과에 대한 이중차분법 추정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사업 
6.56 6.56 6.56
(4.44) (4.34) (4.34)

사업*그룹 
18.75 27.84 29.69

(6.28) (73.7) (8.32)

사업*그룹*배수등급I 
1.58 -30.00

(12.50) (34.76)

사업*그룹*배수등급III 
-29.91 -31.75

(9.79) (10.52)

사업*그룹*경사도 II 
-6.25
(14.19)

사업*그룹*경사도 III 
-6.25
(25.59)

사업*그룹*배수등급I*경사도II 
45.00
(38.87)

상수 
725.16 725.16 725.16

(2.22) (2.17) (2.17)

 

within 0.15 0.19 0.21
between 0.00 0.04 0.03
overall 0.02 0.05 0.05

F값 17.34 11.67 7.08

관측치 수 256
주 1)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 2) ( )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주 3)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경우, 배수등급경사도

외에 다른 교차조건을 만족하는 표

본이 존재하지 않아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모형 II’와 ‘모형 III’의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배수등급이 2단계이

면서 경사도가 2%이하인 논의 단수효과(29.69kg/10a)는 배수등급이 2단

계인 논의 단수효과(27.87kg/10a)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사도별

사업효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배수등급 내에서

경사도에 따른 유의미한 단수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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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형에서 이중차분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배

수개선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쌀 생산성은 증가했다고 평가될 수 있

다. 또한, 배수등급별 사업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배수등급이 2단계일 경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는 본 사업의 정책대상이 ‘배수등급 2단계’의 논으로 규

정되어 있는 사실(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8)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농지의 배수등급 조

건을 참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단수효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계구동시간 감소 효과도 사업 처치

만을 고려한 ‘모형 I’, 배수등급을 고려한 ‘모형 II’,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고

려한 ‘모형 III’ 구분된다. 추정결과 사업 후 수확기 기계구동시간은 평균적

으로 6.61분/10a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답으로 인한 기계 빠짐 현

상이 개선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계구동시간이 감소한 것이다.

‘모형 II’ 추정결과, 배수등급이 2단계인 논(준거집단: 배수등급I,

III=0)의 기계구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77분/10a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수등급 2단계’ 논과 그렇지 않은 논과의 유의미한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수등급이 2단계이면서 경사도가 2%이하인 논(준거집단: 배수등급

I, III=0 and 경사도II, III=0)의 경우, 사업 후 기계구동시간이 8.27분

/10a 감소하였다. 준거집단보다 배수등급이 낮거나 경사도가 큰 논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계구동시간이 각각 3.01분/10a(), 8.27분

/10a()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준거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사업효과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수등급이 3단계이고 경사도가 2% 이

하인 논의 기계구동시간은 사업 후 5.01분/10a( )감소하고, 배수등급

이 2단계이고 경사도가 7-15%인 논의 기계구동시간은 사업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1) 배수등급보다 경사도에 따른 기계구동시간

41) +
=0 이므로 경사도가 7-15%인 논의 사업 전후 기계구동시간은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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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효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기계구동시간은 배수등급보다 경사

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계 효율성

효과를 고려해주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 배수등급 뿐만 아니라

경사도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9> 사업의 기계 구동시간 감소 효과에 대한 이중차분법 추정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사업 
0.00 0.00 0.00
(0.67) (0.67) (0.65)

사업*그룹 
-6.61 -6.77 -8.27

(0.95) (1.17) (1.33)

사업*그룹*배수등급I 
-2.11 0.00
(1.88) (4.94)

사업*그룹*배수등급III 
1.52 3.01

(21.49) (1.60)

사업*그룹*경사도 II 
3.17
(2.10)

사업*그룹*경사도 III 
8.27

(3.68)

사업*그룹*배수등급I*경사도II 
-6.00
(5.53)

상수 
39.21 39.21 39.21

(0.34) (0.33) (0.32)

 

within 0.36 0.37 0.42
between 0.02 0.01 0.02
overall 0.01 0.01 0.01

F값 48.13 25.12 17.36

관측치 수 232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 2)( )는 푶준오차를 의미한다.
주 3) 기계구동시간에 대한 사업효과의 경우, 콤바인이 아닌 트렉터를 사용하여 수확하는

6개 농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사업으로 인한 생산자후생 변화액(편익) 추정결과42)

본 연구는 사업대상지구의 쌀 시장에만 국한하여 사업으로 인한 생

산자들의 후생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후생변화액을 사업의 편

익으로 정의하고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업대상지 55.6ha에 암거

없다.

42) 생산자후생 변화액(편익)은 총 사업 대상면적 55.6ha 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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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업으로 인한 생산자후생은 1차 연도부터 매

년 1.922억 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사업의 단수효과로

인해 발생한 효과액은 1.907억 원이고,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생산비가 감

소하여 발생한 효과액은 0.01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참조>.

앞선 이중차분법 분석결과에서 사업의 효과는 배수등급이 2단계(약간

양호/약간 불량)이거나 경사도가 0-2%인 논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대상지의 조건에 따라 사업의 순편익이 얼마

나 증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①배수등급이 2단계인 논에 사업이 시

행된 경우”와 “②배수등급이 2단계이고 경사도가 2% 이하인 논에 사업

이 시행된 경우”에 대한 생산자후생 변화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표 2.10> 사업의 평균 효과를 적용한 사업차수에 따른 연간 생산자후생
변화액(편익) 추이 및 총액

단위: 억 원

차수

생산자후생증가분(편익) 현재가치금액 

단수증가
효과

기계
구동시간
감소효과

총
생산자후생
증가분

총
생산자후생
증가분

사업비용 순편익

0차 0.000 0.000 0.000 0.000 28.500 -28.500

1차 1.907 0.015 1.922 1.839 0.000 1.839

2차 1.907 0.015 1.922 1.760 0.000 1.760

… … … … … … …
20차 1.907 0.015 1.922 0.762 0.000 0.762

21차 1.907 0.015 1.922 0.730 0.000 0.730

22차 1.907 0.015 1.922 0.698 0.000 0.698

… … … … … … …
30차 1.907 0.015 1.922 0.513 0.000 0.513

합계 57.210 0.450 57.660 31.299 28.500 2.799
주 1) 할인율 4.5% 가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모든 값은 반올림되었다.

배수등급이 2단계인 논에만 사업이 시행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총

생산자후생 변화액은 평균 효과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49.1% 증가한

2.865억 원이다(<표 2.11>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배수등급을 고려해줌

으로써 단수 증가와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인한 편익이 각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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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41억 원), 13%(0.002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각각의 효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총 편익은 단수효과의 경우 2.848억 원, 기계구동

시간 효과의 경우 0.01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11> 배수등급을 고려한 경우, 사업차수에 따른 연간 생산자후생
변화액(편익) 추이 및 총액

단위: 억 원

차수

생산자후생증가분(편익) 현재가치금액 

단수증가
효과

기계
구동시간
감소효과

총
생산자후생
증가액

총
생산자후생
증가액

사업비용 순편익

0차 0.000 0.000 0.000 0.000 28.500 -28.500

1차 2.848 0.017 2.865 2.741 0.000 2.741
2차 2.848 0.017 2.865 2.623 0.000 2.623

… … … … … … …

20차 2.848 0.017 2.865 1.137 0.000 1.137

21차 2.848 0.017 2.865 1.088 0.000 1.088
22차 2.848 0.017 2.865 1.041 0.000 1.041

… … … … … … …

30차 2.848 0.017 2.865 0.765 0.000 0.765

합계 85.440 0.510 85.950 46.663 28.500 18.163

주 1) 할인율 4.5% 가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모든 값은 반올림되었다.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모두 고려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생산자후생

은 2.868억 원으로, 이는 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49.2%,

배수등급만 고려한 경우보다 약 0.1% 큰 금액이다(<표 2.12> 참조). 이

경우, 단수 증가와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인한 편익은 각각 2.848억 원,

0.020억 원이다. 배수등급만 고려한 경우와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단수

효과는 경사도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의한 후생변화액은 변화가 없

으며, 기계구동시간 감소로 인한 후생은 약 17.7%(0.003억 원)증가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의 총 순펵익의 현재가치의 경우, 사업 대상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배수등급만 고려한 경우,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모두 고려한

경우로 구분된다. <표 2.13>과 같이 3가지의 경우에 대한 각각의 총 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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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2.799억 원, 18.163억 원, 18.212억 원으로 나타나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12> 배수등급과 경사도 조건을 고려한 경우, 사업차수에 따른 연간
생산자후생 변화액(편익) 추이 및 총액

단위: 억 원

차수

생산자후생증가분(편익) 현재가치금액 

단수증가
효과

기계
구동시간
감소효과

총
생산자후생
증가분

총
생산자후생
증가분

사업비용 순편익

0차 0.000 0.000 0.000 0.000 28.500 -28.500

1차 2.848 0.020 2.868 2.744 0.000 2.744

2차 2.848 0.020 2.868 2.626 0.000 2.626

… … … … … … …

20차 2.848 0.020 2.868 1.138 0.000 1.138

21차 2.848 0.020 2.868 1.089 0.000 1.089

22차 2.848 0.020 2.868 1.042 0.000 1.042

… … … … … … …

30차 2.848 0.020 2.868 0.766 0.000 0.766

합계 85.440 0.600 86.040 46.712 28.500 18.212

주 1) 할인율 4.5% 가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모든 값은 반올림되었다.

사업의 순편익은 사업대상지의 조건이 추가될수록 증가한다. 다만,

그 증가 폭의 경우, 배수등급을 고려할 경우(15.364억 원43))가 경사도

조건을 고려할 경우(0.049억 원44))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사업의 편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수효과의 후생증가분이

배수등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 농가가 매년 ha당 얻게 되

는 편익은 사업 대상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약 16만 원/ha, 배수

등급만 고려한 경우 약 108만 원/ha,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모두 고려한

43) ‘평균효과를 적용한 경우’와 ‘배수등급이 2단계인 논에 사업이 시행된 경우’의

차이를 의미한다.

44) ‘배수등급만 고려한 경우’와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모두 고려한 경우’의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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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약 109만 원/ha으로 계산되었다.

<표 2.13> 사업대상지 선정 조건에 따른 사업의 순편익 비교

단위: 억 원

구분 총 순편익 ha당
순편익

연평균
순편익

매년 ha당
순편익

배수등급과 경사도
고려하지 않은 경우 2.799 0.050 0.093 0.0016

배수등급이 2단계인
경우 18.163 0.327 0.605 0.0108

배수등급이 2단계이고
경사도가 0-2%인 경우 18.212 0.328 0.607 0.0109

주 1) 순편익은 내구연한 30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할인율 4.5%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급액이다.

주 2) ha당 순편익은 총 후생변화액을 사업시공면적 55.6ha로 나눠준 값이다.
주 3) 연평균 순편익은 총 후생변화액을 사업내구연한 30년으로 나눠준 값이다.
주 4) 매년 ha당 순편익은 연평균 금액을 사업시공면적 55.6ha 나눠준 값으로, 이는 ha

당 순편익을 사업내구연한으로 나눠준 값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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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본 연구는 배수개선사업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암거배수시설이 농

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사업효과에 따른 지역의 시장 균형

및 생산자후생 변화(편익)를 분석하였다. 암거배수개선시설의 생산관련

주요 효과로는 단수 증가효과와 기계구동시간 감소효과를 들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는 사업의 수혜를 받은 논과 비수혜 논 사이의 특성 차이에

서 기인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사업효과 추정시, 단순히 평균효과만을 살펴본 기존연구들

과 달리, 교차항을 도입하여 논의 특성별(배수등급과 경사도)로 사업효

과를 분해하였고, 사업대상지의 특성별로 사업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업 후의 단수는 사업 전보다 평균적으로 18.75kg/10a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단수효과가 논의 배수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배수가 ‘불량/매우 불량’인 논

의 단수효과(-0.27kg/10a)는 기존의 사업 대상 기준인 배수상태가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의 단수효과(27.84kg/10a)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의 배수 조건(배수등급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계구동시간의 경우, 사업 후 습답으로 인한 기계 빠짐이 해소되면

서 6.61분/10a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배수등급

이 ‘약간 양호/약간 불량’이면서 경사도가 0-2%인 논에서(-8.27분/10a)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사도가 커지거나 배수등급이 감소할

경우, 사업의 기계구동시간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구동

시간 감소 효과는 배수등급(3.01분/10a)보다 경사도(8.27분/10a)별로 차

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계효율성이 논의 특성 중 경사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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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사도가 7-15%인 논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업 전후 기계구동시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계화 효율성과 관련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는 경사도가 7% 이하인 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준용 외(2014)가 제안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조건45)과 동일한 기준이다.

사업효과에 따른 지역의 쌀시장 균형 변화로 인해 생산자후생은, 내

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31.299억 원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순편익은 2.799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배수등급을 고려하여, 배수상태가

‘약간 양호/약간 불량’인 논에만 사업이 시행될 경우, 총 순편익은 배수

등급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15.364억 원 증가한 18.163억 원으로 분

석되었다.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모두 고려하여, 배수상태가 ‘약간 양호/

약간 불량’하고 경사도가 2% 이하인 논에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순편익

은 배수등급만 고려한 경우보다 0.049억 원 증가한 18.212억 원으로 나타

났다.

3가지의 경우에 대한 순편익은 모두 양수로 분석되어 암거배수시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편익은 사

업대상지의 배수등급과 경사도를 고려했을 경우 증가하였다. 그 증가폭

은 배수등급을 고려한 경우가 경사도를 고려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

며, 이는 배수등급의 영향만 받는 단수효과의 편익이 기계구동시간 감소

로 발생한 편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중 단수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수등

급 조건의 상대적 중요도가 경사도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수등급을 고려하여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 참여 농가가 매년

ha당 얻게 되는 편익은 약 110만 원/ha으로 이는 기존의 쌀고정직불금

45) 이준용 외(2014)에서는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 단지 조성을 제안하

였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평균 경사도가 7%미만인 지역을 특

성화 단지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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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는 금액이다. 비록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직불금과 같은 직접적

인 현금으로 발생하는 추가수입은 아니지만,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농가

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농가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단위의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로서, 수평인 수요곡선으로 인해 가격변화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이

다. 만약 본 사업이 전국단위로 수행된다면, 수요곡선을 우하향하므로 생

산성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음

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하암거배수시설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작물의 생산(성)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역의 경우, 사업 참여 농가의

밭작물 재배의지 및 밭작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업 후 밭작물 재

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밭작물 재배가 증가함

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추후 사업 대상지 선정시

주산지와 같은 밭작물 재배의지가 높은 지역들의 논을 사업대상으로 한

다면, 밭작물 재배가 증가함에 따른 편익이 분석됨으로써 좀 더 의미있

는 시사점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3 -

참 고 문 헌

강민정․민선형․안동환․김지은․김관수․이향미 (2019). “논밭 범용화

사업의 사회적 후생효과 추정: 식량작물을 중심으로.”「농업경영정책

연구」, 46(4), 1-27.

강창희․이정민․이석배․김세움 (2013).「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

램 평가방법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강창희․이정민․박상곤․윤윤규 (2014).「정부정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를 위한 미시적 분석방법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재정부. (2017). 「20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김근진(20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평균효과

및 분위효과 분석.”『교육행정학연구』, 34(2), 119-146.

김영주․최병한․조래청․최영완․김윤식 (2014). “농업기반정비사업 편

익산정을 위한 지표 개선방안.”「농촌계획」, 20(2), 139-150.

김채수․염대호․한경수․이석주․임상봉․김현수․전택기․김병국․범

선규 (2002). 『GIS경사도 분석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밭직불제 대상

구역도 작성에 관한 연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연구원 (2018).『논밭 범용화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연

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9a). 「양정자료 2019」.

농림축산식품부 (2019b).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0). 공익형 직불제 개편. 2020년 5월 11일 검색,

https://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

백승우․정안성 (2013). “한국 농업 관개배수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한국유기농업학회지」, 21(4), 501-522.

서홍석․김충현 (2016).「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6 운용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호성 (2018년 11월 2일). “이중차분 추정기법의 개념과 응용.” 한국정책

분석평가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청주시.

신안국․김해도․이재남․강석만 (2017년 10월).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비구조적 대책 적용 방안.” 한국농공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한국



- 64 -

농공학회, 제주시.

안병일․최지현 (2014). “GAP인증 쌀에 대한 사전적 수요함수와 시장

균형가격 및 수요량 추정.” ｢식품유통연구｣, 31(2), 1-15.

이계임․조소현․전상곤․김성훈․송양훈 (2011).「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 분석과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규․성재훈. (2018년 2월 1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

른 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 분석.” 201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

국환경경제학회. 춘천.

이문호․김관수 (2020).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농촌경제」, 43(1), 1-20.

이석주․주혜진․고훈기․전순은 (2015). ｢대규모 농업개발사업의 투자

타당성 평가방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농어촌연구원.

이준용․박원규․김만수․윤진하․김상헌․이채식․유수남․이승기․김

현태․김학진․최규홍․최용․김경수 (2014).「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기계화 촉진방안 및 주요 작물별 기계화 전략 도출」.

농업기계학회.

전현정․정기열․최영대․이상현 (2017). “Improved Method of Suitability

Classification for Sesame (Sesamum indicum L.) Cultivation in Paddy

Field Soils.”「한국토양비료학회」, 50(6), 520-529.

정병진 (2016년 7월 12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농사 중간 물관리 요령.

농사로. 2020년 6월 28일 검색, http://nongsaro.go.kr/portal/ps/psv/psvr

/psvre/curationDtl.ps?menuId=PS03352&srchCurationNo=1038

조지훈․운동균․박명수․한국헌 (2011).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배

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농어촌연구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2019).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Abadie, A. (2005). 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 1-19.

Wohlgenant, M. K. (2011). Consumer Demand and Welfare i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s. In Lusk, J. R., Roosen, J., &

Shogren, J. F.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food

consumption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65 -

Rahardjo, H., Lee, T., Leong, E. C., & Rezaur, R. B. (2005). Response

of a residual soil slope to rainfall. Canadian Geotechnical Journal,

42(2). 340-351.



- 66 -

제 3 장 쌀 직불금이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 1 절 서 론

국내 농업부문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FTA확대 등

가속화된 농산물 시장 개방, 생산인구 고령화, 새로운 노동력 유입의 제

한 등으로 인해 여러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어려움 등

으로 인해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실질 농업총생산액46) 역시 2016년 22조 원

대로(15년 대비 3.3%감소)감소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KOSIS 국가

통계포털, 2020).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대내외적 상황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경우 농업부문의 축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농가의

소득 보전, 농업 구조 개선, 공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

제, 밭농업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등 현재 총 8개의 직접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직불금 예산(순직불제 기준)은 총 2조 2,480

억 원(e-나라지표, 2019)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15.5%를 차지하여

국내 농정의 핵심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직접

지불제에 관한 연구로는 소득효과(민선형 외, 2015), 생산연계성(안병일,

2015; 이문호·김관수, 2020), 직불금의 지주 귀속(채광석, 2007; 김관수·

안동환, 2006)등이 있다.

이처럼 직불금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도 직불금이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국내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최근의 직불제 개편 논의와 함께 직

46) 농업실질GDP는 농림어업 부분에서 임업, 어업, 농림어업서비스 부분을 제외하

고 재배업과 축산업 부분만을 합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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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제의 생산연계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

다(이문호·김관수, 2020). 그러나 재배면적 뿐만 아니라 생산성 또한 총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직불금의 생산연

계효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또한, 2018년 한국 농정은 OECD로부터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주곡(쌀)에 대한 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에

집중되어 있는 농정보조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47) 여기서 말하는

농가소득 보전 지원은 쌀직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고 내용을 적용하

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불금과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불금이 결국은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

고(민선형 외, 2015; 정원호 외, 2016),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자산

효과 등을 매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농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Hennessy, 1998; Cillero et al., 2018; 이문호·김관

수, 2020).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재배면적 기준 생산연계효과 분석에 추

가하여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위의 논의는 직불금의 생산성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충분함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생산성 관점에서 직불금이 농가에게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생산성은 장기적인 농가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

면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국내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

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권오상 외, 2015) 고려할 때, 직불제가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생산성 개선 측면에서의 농정에 대한 평가와 향

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직불제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

루어진 것에 반해 해외에서는 농업 보조금(subsidies)이 농가 생산성 또

는 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조금은 다음의 4가지 과정을 통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u and Lansink, 2010). 먼저 산출물의 상대

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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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격과 투입물 사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직불금은 집약적 생산을

유도하여 투입물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정 품목에 지원이 집

중될 경우 산출물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48) 둘째, 직불금으로 인해 증가

한 농가 소득은 농가의 위험 태도(risk attitude)를 변화시켜 농가의 투

자 활동 및 농업 및 비농업(농외)노동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셋째, 생산연계 직불금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는 농업생산에 대한

보험 역할(insurance effect)을 함으로써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nnessy, 1998). 끝으로 직불금은 농가에게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

인을 제공하여 비효율적 농가의 퇴출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주장되

고 있다(Ahearn et al., 2005; Goodwin and Mishra, 2006).

한편, 보조금이 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농가의 위험선호와 투

입재가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Serra et al.,

2008), 다양한 연구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Cillero et al.(2018)은 아일랜드 축산농가(beef farm)를 대상으로 생산과

연계된 직불금이 농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과 연계

되지 않은 직불금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

로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Zhu and Lansink(2010)는 독일, 네덜란드, 스

웨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농가 매출액에서 보조금이 차

지하는 비율이 기술효율성에 부(-)의 효과를 미침을 밝혔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보조금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농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농업에 투입했던

노동을 다른 활동에 이용하거나 농가의 생산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킴으로

써 이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성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는 실

증 분석의 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Kumbhakar and Lien, 2010). 따라

서 국내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한국의 실증적인 연구결

48) Bezlepkina and Lansink(2006)는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은 예산제약 완화(soft

budget constraints)로 인해 투입물을 과사용(over-used)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조

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수입이 보장되므로 낮은 가격에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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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농정인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

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약 47.6%를 차지하는(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국내 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쌀 재배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다.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연계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하여 농가의 생산성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쌀 변동직불금과 같이 특정 작목 생산에 보조

금이 지원되는 경우, 직불금이 지원 대상 작물의 생산성과 농가의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추정방법과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생

산성 계측’과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구분된다. 제3절

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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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1. 분석방법

1) 생산성 추정 모형

생산성은 아래의 식 (3.1)에서와 같이 생산기술 ∙를 이동시키는

이다.49) 콥더글라스(Cobb-Douglass)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식 (3.1)은

식 (3.2)와 같이 농가의 생산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50)

(3.1)       

(3.2)        

여기서 는 농가 의 기 산출물, K는 자본, L은 노동, A는 토지,

M은 중간재를 의미하고,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된 값을 나타낸다. 마지

막 항인 는 확률적 오차항으로, 일반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농가의

생산성은 이 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성()은 식 (3.2)를 회귀

49)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는 생산성 측정 요소로서 기술효율성과 기술변화

를 포함하고 있다. 규모효율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는 생산성과 같다고 할 수

있다(Frick and Sauer, 2017). 성재훈․추성민(2019)에 따르면, 한국의 쌀 산업

은 규모수익불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를 생산성 측정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0) 콥더글라스함수는 초대월함수보다 제약이 많은 모델이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함수 형태 중 하나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생산성 대

신 대리변수와 상태변수로 구성된 제어함수를 사용한 연구들의 경우(Frick and

Sauer, 2017; Mary, 2013; Kazukauskas et al., 2010), 제어함수의 구성 변수들

과 생산함수의 투입물 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때문에 콥더글라스

함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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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OL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하여 식 (3.3)과 같은 방

법으로 추정될 수 있다(Van Beveren, 2012).

(3.3) ln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차항 가 확률적인 요소(stochastic

component)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는 확률적 요소인 

와 비확률적 요소인 로 분해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측정 오차나 생

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 충격(random shock)을 의미한다. 반면,

는 농가특성, 농가가 예측 가능한 생산 충격(productivity shock) 또는

이에 대한 농가의 대응 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Petrick and Kloss,

2013), 생산성을 결정짓는 변수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식 (3.2)는

아래의 식 (3.4)로 재표현될 수 있다.

(3.4)         

두 오차항 모두 연구자에게 관찰되지 않는 변수이지만 는 와

달리 투입물( )을 결정하기 전 농가가 예측가능하다는 차별점이 있

다. 따라서 투입물 결정은 를 포함하고 있는 와 독립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식 (3.2)를 OLS 방법으로 추정하게 되면 추정치의 편의

(bias)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Olley and Pakes(1996)(이

하, OP)와 Levinsohn and Petrin(2003)(이하, LP)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OP는 자본에 대한 투자금

(investment)을 LP는 중간재(intermediate inputs)를 생산성의 대리변수

로 제시하였다.51)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는 자본에 대한 투자금이 별도로

51) Levinsohn and Petrin(2003)은 자본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입물로서 투자

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 자료에서 투자금 항목이 ‘0’인 관측치 비중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럴 경우 대리변수의 강단조성이 충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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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으므로 LP와 마찬가지로 중간재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가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정 1) 대리변수 중간재 ()에 대한 수요는 식 (3.5)와 같이

농가의 상태변수와52) 생산성 결정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상태변수란 t기에 일단 결정되면 농가의 투입량 조절이 어려운 변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의 상태변수는 자본()과 토지()이다

(3.5)      

가정 2) 대리변수()는 생산성 결정변수()에 대해 강단조성

(strictly monotonic increasing) 성질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성질에

의해 식 (3.5)는 에 대한 역함수(식 (3.6))로 치환될 수 있다.

(3.6)             

가정 3) 생산성 결정변수()은 1차 마르코프 과정(1st order

Markov process)53)에 의해   과 식 (3.7)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는 혁신 요소(innovation component)로서,54)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충격과 같은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식 (3.6)을 식 (3.7)에 대

입하면 식 (3.8)을 얻을 수 있다.

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간재(intermediates inputs)를 대리변수로 제안하였

다.

52)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자유변수(Freely variable)가 있으며, 자유변수는 투

입량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변수로서 노동, 중간재 등이 이에 속한다(Petrick

and Kloss, 2013). OP에 따르면, t기의 자유변수의 투입 결정은 농가가 t기의 생

산성 충격을 인식한 후 결정된다.

53) First-order Markov process는 t기의 상태는 t−1에서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54)  는 과거의 생산성과는 독립적으로 현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생산

성의 편차(deviation)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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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          

위와 같은 주요 가정을 반영하면 식 (3.4)는 최종적으로 식 (3.9)와

같이 정리되며, 식 (3.9)에서 합성오차인     는 식 (3.10)의 직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절함수(control function)인 ·는 미지

(unknown)의 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OP와 LP)와

마찬가지로   ,   ,  로 구성된 3차 다항함수를 활용하였다

(3.9)              



    

(3.10)               ⋯      

   ⋯

55)

모형 추정에 있어 OP와 LP는 2단계(2-stage) 접근법을 활용하였

다.56) 본 연구에서는 LP의 연구를 적용하여 Wooldridge(2009)(이하

55) 즉, 합성오차()는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변수(자본(),

토지()), 생산성 결정변수인 t-1기의 자본, 토지, 중간재 변수

(  ), 노동의 도구변수()와 독립이여야 한다.

56) LP의 방법은 1단계에서 
 을 먼저 추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2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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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P: Wooldridge-Levinsohn-Petrin)가 제안한 일반적률법(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WLP

는 LP와 다르게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추정 과정 축약으로

인한 일치성(consistency)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내생성이 있는 노동

(L)과 중간재(M)의 도구변수는 각각      이다.57)

식 (3.9)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생산함수는 식 (3.11)과 같고, 이

는 식 (3.9)에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차변수(t)와 지역 더미 변수

(R)를 추가한 것이다. 지역 더미변수는 g[h(·)] 외에 농가별 생산성을

설명해주는 변수로서 지역별 토양의 질과 기후 조건을 고려해주기 위한

변수이다(Frick and Sauer, 2017; Kazukauskas et al., 2010). 지역 더미

변수는 각 시도의 인접성을 기준으로 수도권, 관동권, 호서권, 호남권, 영

남권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었다.58) 생산함수의 산출물 변수와 투입물 변

수는 모두 로그변환한 후 추정하였다.

(3.11)        ∙


 
  



 

 ∙  
  




  

 


  

   

  
   

  


   

로그 생산성(ln)은 생산함수(식 (3.11))를 추정한 후 식 (3.12)와

와 를 추정한다. 자세한 추정방법은 Levinsohn and Petrin(2003)의 p. 304 또

는 권오상(2019) pp.407-409를 참조하길 바란다.

57)  
  는 그 자체가 도구변수로서 기능을 하며, 중간재 변수(M)의 경우 조절함

수(control function)(·)에 t-1기 변수가 활용되었으므로 도구변수로서 t-2기

변수를 사용하였다.

58) 전국 16개 시도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별로 충분한 수의 관측치

를 확보하여 추정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반경훈․권오상,

2016). 권역별 소속 시도는 ‘2. 분석자료’ <표 3.1>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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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추정될 수 있다.

(3.12) ln     

   
  




  

 


  

   

  
   

   
 



 
  



 

2)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에 대한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직불금과

같은 농업보조금은 소득 효과를 통해 농가의 위험 태도(risk attitude)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농가의 투자 활동과 농업(농외)노동의 질과 양을

변화시킨다(Hennessy, 1998; Cillero et al., 2018). 즉, 농업보조금은 농가

의 예산제약(재정상황, 신용상태)을 완화시킴으로써 농가의 투자를 유도

한다. 투자는 농가에게 새로운 자본(농기계, 농지 등) 투자를 가능하게

하므로 직불금은 농가의 생산성(쌀 생산성 및 농가 생산성)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변동직불금과 같은 생산연계직불금의 경우, 농가가

받아들이는 시장 신호(market signal)를 변화시켜 농가의 작목 선택에

왜곡을 줄 수 있다.59) 또한, 농가로 하여금 덜 생산적이거나 보조금 수

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

다(Rizov et al., 2013; Kazukauskas et al., 2014).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쌀 변동직불

금은 쌀 생산에 관련된 자본(기계, 토지 등) 에 대한 투자 요인으로 작

용함으로써 쌀 생산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59) 이에 대한 일례로 최근 쌀의 과잉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은 여전히 쌀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문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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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선택은 직불금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 결과이므로 전체 농가 생산

성에는 부(-)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대로

직불금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규모가 작

은 소규모 농가보다 투자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농가의 경우 그 효

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쌀 재

배면적 규모 더미와 직불금의 상호작용변수를 모형에 도입하였다.

직불금 변수 외에도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가특성 변수로는

연령, 수입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농가의 부채비율, 농가 유형

더미를 활용하였다(Zhu and Lansink, 2010; Zhu et al., 2012; Cillero et

al., 2018; Frick & Sauer, 2017). 경영주의 연령은 신체적 한계와 축적

된 영농 노하우(경험)의 대리 변수로서 영농 선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이향미, 2018). 농외소득 비중은 농가의 농외활동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농외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농가경영주는 농업

활동에 중요도를 적게 두므로 농가 생산성은 하락할 수 있다. 농가 부채

비율은 농가의 재정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높은 농가 부채비율은

농가의 자본(기술) 습득을 방해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지만

(Paul et al., 2000), 부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다면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Barnes, 2008). 마지막으로 농가가 중점을 두

고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산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농

가가 집중하고 있는 농업활동에 직불금이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농가 유형 더미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농가

유형 더미 변수의 기준 그룹(reference group)은 쌀 농가이다.

위의 논의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 (3.13)과 같다. 식 (3.13)

의 는 생산성, DD와 CD는 각각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나타낸

다. 고정직불금은 당년(t기) 12월, 변동직불금 익년(t+1기) 2-4월에 지

급된다. 따라서 t기의 생산성에는 t-1기에 지급받은 고정직불금과 t기에

지급받은 변동직불금이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60) 는 면적 규모

60) 상기 지급 시기는 분석대상인 개편 전 직불금에 대한 지급시기이다. ‘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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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변수로 각각의 직불금과 규모 더미의 교차항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

되었으며, 대규모 쌀 농가의 기준은 이문호(2019)를 참고하여 3ha로 설

정되었다.  ,  , 은 각각 연령(age), 농외소득 비중(off-farm), 농가

부채비율(debt)을 나타낸다. 은 농가 유형 더미변수이며, 더미 변수의

개수는 5개(채소, 과실, 특작 및 화훼, 전작, 축산)이다. 추정 모형은 통

합회귀(Pooled OLS)모형(식 (3.13))과 고정효과모형61)(식 (3.14))으로

나누어 설정되었다. 통합회귀모형은 고정효과모형에서 추정이 불가능한

농가 유형 더미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고려되었다.62) 본 연구와

같이 짧은 시계열 성격을 가진 패널자료의 경우, 통합회귀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이수창, 2015; 이문호, 2019). 식 (3.13)의 와 식 (3.14)의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는 시간 불변인 농가 특성변수를 나타낸다.

(3.13) ln    ln     ln     ln   

  ln   
  



  
  



  

(3.14) ln    ln      ln  
  



    

개편된 직불금의 경우, 4-5월경 신청·등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된다.

61)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 가운데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의 여부는 하우

스만 검증(Hausman tset)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 모두 일관적

(consistent)이나, 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만이 효율적(efficient)이라

는 것이다. 즉,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

을 사용하여야 하며,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할 경우에는 임의효과모형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패널모형에 대한 하우스만 검증 결과, P 값이

0.0001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62) 농가 유형 변수는 시간불변 변수이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고정 효과인 시간 불

변 변수가 제거되고 추정되므로 농가 유형 변수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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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13-2017년도 농산물(쌀)생산비

조사와 농가경제조사이다. 쌀생산비조사는 쌀 생산성 추정을 위해 활용

되었고, 농가경제조사는 농가의 생산성 추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쌀 생산

함수 추정에 활용된 산출물은 주산물(쌀)과 부산물(볏집)평가액을 합산

한 금액이고, 농가 생산함수 추정에 활용된 산출물은 농가경제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총 8가지 작물별 수입을 합산한 것이다.

자료
출처 변수 세부품목 및 변수설명

농산물
생산비
조사

산출물(Y) 주산물평가액, 부산물평가액

자본(K) 농구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자본용역비_고정, 생산관리기기비
노동(L) 가족노동, 고용노동

토지(A) 쌀 재배면적

중간재(M) 종묘, 비료, 농약, 광열

농가
경제
조사

산출물(Y) 미곡, 전작, 채소, 과실, 화훼, 특작, 축산, 부산물
자본(K) 건물,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소동물, 대식물

노동(L)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 일손돕기

토지(A) 재배면적주

중간재(M)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광열비
수도권(R1) 서울, 경기, 인천

관동권(R2) 강원

호서권(R3) 충북, 충남, 세종, 대전

호남권(R4) 전북, 전남, 광주
영남권(R5)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주 1) 농가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토지변수는 농가경제조사의 경지면적을 활용하지 않
고, 농산물생산비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농가의 전체 재배면적을 사용하였다.63)

주 2)생산비조사의 농구비는 소·대농기구에 대한 비용을 합한 값이다
주 3)노동비는 모두 남·여 노동에 대한 비용을 함한 값이다.

<표 3.1> 산출물 및 투입물의 구성

63)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ion Service)에서는 농산물생산비조사의 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에는 농가의 작물별 재배면적 정보가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가 생산성 추정을 위하여 농가경제조사와 생산비 조사

를 농가 아이디로 연계시킨 후 상기 정보를 농가의 재배면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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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물 자료는 각각의 투입물 성격에 따라 크게 4가지 분류로 구분

되었으며, 구분 기준은 권오상 외(2015)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구체적

인 산출물과 투입물의 구성은 <표 3.1>과 같다. 일반적으로 생산함수 추

정에 활용되는 산출물과 투입물은 수량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지만 각각의 변수를 구성하는 세부품목들의 가치가 다르고 농가경

제조사는 수량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들의 비용(또는 평

가액)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편의(systematic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항목은 농가판매

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활용하여 디플레이트 되었으며, 지역별

로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토지와 노동은 실물자료를 사용하였

다(반경훈․권오상, 2016).64)

<표 3.2> 생산성 추정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량

자료출처 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농산물
생산비
조사

산출물(Y) 천원 11,068 13,127 147,558 811

자본(K) 천원 609 1,055 10,268 1
노동(L) 시간 159 178 1,852 9

토지(A) ㎡ 14,367 16,844 172,727 1,981

중간재(M) 천원 1,058 1,405 20,535 5

농가
경제
조사

산출물(Y) 천원 39,627 66,676 1,360,069 709
자본(K) 천원 53,654 91,094 1,605,306 178

노동(L) 시간 1,255 1,047 12,364 35

토지(A) ㎡ 23,056 23,728 250,260 2,124

중간재(M) 천원 9,740 28,671 716,381 87
수도권 더미변수 0.1 0.3 1.0 0.0

관동권 더미변수 0.1 0.3 1.0 0.0

호서권 더미변수 0.2 0.4 1.0 0.0

호남권 더미변수 0.3 0.5 1.0 0.0
영남권 더미변수 0.3 0.5 1.0 0.0

64) 각 품목에 맞는 지수로 디플레이트한 후 합산하여 단일 산출물로 만들어주었

다.(예, 쌀과 부산물을 각각 쌀 판매가격지수와 부산물 판매가격지수로 디플레이

트 한 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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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해 구축한 자본 변수의 경우,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금액화하였고, 실제 농가가 사용하지 않는

임대 자산과 가계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큰 주택은 자본변수에서 제외

되었다. 지역변수는 지리적 특성과 인접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권역으

로 구분되었고(<표 3.1> 참고),65) 생산함수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2>와 같다.

분석 대상은 농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 대상66)인 동시에 농가경제조

사의 조사 대상인 농가이고67), 균형패널 구축을 위해 관측년도 개수가 5

개 미만인 농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직불금 변수의 구

축이 필수적이다.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은 농가경제조사에서 조사되고

있지만 다른 항목들과 통합되어 ‘공적보조금_농업보조금’과 ‘농업잡수입

_피해보상금’항목으로 제공된다.68) 상기 변수들에는 직불금 외에 다른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 변수들을 직불금 변수로 활용할 경우 분석결

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가 수령한 쌀 직불금을 직불금 단가(<표 3.3>)와

논(경지면적) 및 쌀 재배면적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계산된 직불

금에 대한 검정 작업으로서 각 직불금이 포함된 농가경제조사 항목과 계

산된 직불금의 차이를 비교하여 조정하였으며, 조정 방법은 아래의 식

(3.15) 및 식 (3.1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아래의 식 (3.15)의  와 식 (3.16)의 는 분석에 활용된 농가

가 기에 수령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65)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준을 만족하는 제주도 쌀 농가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

다.

66) 쌀생산비조사의 조사 대상은 농가경제조사의 조사 대상 중 쌀을 1,98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다(통계청, 2017b).

67) 쌀직불금을 수령한 쌀 재배 농가의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을 연계하여 살펴

보기 위해서 농가 아이디 번호를 활용하여 두 자료를 결합한 후 분석에 사용하

였다.

68) 쌀고정직불금은 이전수입>공적보조금>농업보조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동

직불금은 농업잡수입>농업피해보상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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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경지면적과 쌀 재배면적에 직불금 단가를 곱한 값으로 농가가 수령했

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직불금이다. 면적에 단가를 곱한 직불금(와

)69)이 양수일지라도 농가경제조사의 직불금 포함 항목(농업보조금

와 농업피해보상금)이 0 원일 경우에는 수령한 직불금(  , )을 0

원으로 처리하였고, 계산된 직불금이 농가경제조사의 항목 값을 초과하

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표 3.3> 연산별 ha당 직불금 단가

년도 고정직불금(원/ha) 변동직불금(원/ha)

2013 800,000 -

2014 900,000 266,238

2015 1,000,000 999,621

2016 1,000,000 2,110,437

2017 1,000,000 788,3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주 1) 2013년도의 경우,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주 2)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의 단가의 평균 값이다.

(3.15)   











 if  ≤ 농업보조금

 if     농업보조금  

농업보조금 if   ≥ 농업보조금

   논면적 ×고정직불금 단가

(3.16)  











 if  ≤ 농업피해보상금

 if     농업피해보상금  

농업피해보상금 if  ≥ 농업피해보상금

   쌀재배면적   ×변동직불금 단가  

그 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가유형, 연령, 농외소득 비

69) 쌀고정직불금은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논_자작지와 논_임차지를 합한

논 면적에 고정직불금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변동직불금은 생산비조사에서 제공

하는 쌀 재배면적에 변동직불금을 단가를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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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채비율의 기초통계량은 <표 3.4>와 같다. 농가유형은 농가의 작물

별 수입과 축산 수입의 5개년 평균값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큰 값을

차지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쌀 농가는 쌀 평균 수

입이 다른 작물의 평균 수입 값보다 큰 농가를 의미한다. 농외소득 비중

은 농가 총수입 중 농외소득70)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부채비율은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71) 중 하나로서 부채를 농가

자산으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표 3.4>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직불금
쌀고정직불금 천원 1,157 1,394 16,600 0

쌀변동직불금 천원 1,086 1,772 21,200 0

농가
유형

과실 더미변수 0.08 0.27 1 0
채소 더미변수 0.22 0.42 1 0

특작 및 화훼 더미변수 0.02 0.15 1 0

전작 더미변수 0.02 0.14 1 0

축산 더미변수 0.13 0.34 1 0

농가
특성

연령 세 68.64 8.95 92 38

농외소득비중 % 21.32 24.79 98.54 0

부채 비율 % 5.80 10.19 122.2 0

관측치 수 2,100개(농가 수 700개*3년)72)

주: 화훼농가의 경우, 표본 수(10개)가 작아 두 번째로 표본 수가 작은 특작 농가(60
개)와 합해주었다.

70)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 외 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71) 부채비율 외에 농가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는 유동성자산비율, 유동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자본부채비율, 고정자산비율 등이 있다(통계청, 2017a).

72) 중간재(M)의 도구변수로서 를 활용했으므로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대상 년도는 2015-2017년도이며, 관측치 수는 2,1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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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1. 생산함수 추정결과

쌀 재배 농가의 쌀 생산함수와 농가 생산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3.5>와 같다. 추정결과, 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토지로 분석되

었으며, 농가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간재와 토지인 것

으로 나타났다. 토지가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토지의존도가 높

은 한국 농업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권오상 외, 2015).

중간투입재의 경우, 분석자료에서 쌀 농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채소 및 축산농가의 중간재(농약, 축산)사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73)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난다.74)

각각의 생산함수에 대한 규모효율성은 lnK , lnL , lnA , lnM의 추

정계수 값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쌀 생산함수의 규모효율성은 1.01, 농가

생산성의 규모효율성은 1.02로 계측되었다. 이는 쌀 재배 농가의 쌀 생산

기술과 농업 생산기술이 모두 규모수익불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쌀 농가의 생산기술이 규모수익불변이라는

성재훈·추성민(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73) 채소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영비에서 중간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7%, 51.6%이고, 이는 다른 유형 농가의 중간재 투입비중(약 25~26.8%)보다

큰 수치이다. 채소농가와 축산농가의 중간재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

는 것은 각각 농약(약 34.8%)과 사료(약 75.4%)이다.

74) 권오상 외(2015)에 따르면, 축산부문의 사료비 증가는 한국 농업의 중간재 의존

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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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생산함수 추정결과

변수
쌀 생산함수75) 농가 생산함수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lnK  0.016 0.008 0.016 0.028

lnL  -0.017 0.021 0.202 0.032

lnA  0.889 0.133 0.277 0.057

lnM  0.119 0.156 0.525 0.159
lnK    2.087 0.781 0.004 0.003

lnK   
 -4.358 1.500 -0.147 0.083

lnK   
 9.292 1.383 0.004 0.003

lnA    -0.447 0.093 5.085 2.383
lnA   

 0.008 0.108 -0.595 0.306

lnA   
 -0.727 0.110 0.037 0.015

lnM    -0.003 0.001 -8.873 1.945

lnM   
 0.031 0.008 0.364 0.162

lnM   
 0.030 0.005 -0.006 0.006

lnK  *lnA   0.743 0.164 -0.045 0.265

lnK  *lnA  
 -0.064 0.014 -0.009 0.017

lnK  *lnM   (omitted) 0.344 0.180
lnK  *lnM  

 -0.028 0.006 -0.009 0.009

lnA  *lnK  
 0.018 0.005 0.012 0.011

lnA  *lnM   (omitted) 0.237 0.375

lnA  *lnM  
 -0.005 0.003 0.005 0.016

lnM  *lnK  
 0.030 0.007 -0.004 0.009

lnM  *lnA  
 (omitted) -0.026 0.022

lnK  *lnA  *lnM   (omitted) -0.000 0.000

time -4.183 0.592 -3.307 0.533
time 0.151 0.021 0.115 0.019

R2 -0.136 0.021 -0.105 0.047

R3 -0.099 0.017 -0.108 0.037

R4 -0.098 0.016 -0.095 0.035
R5 -0.109 0.016 -0.028 0.032

Constant (omitted) 60.104 11.142

Observations 2,100 2,100

Adj.R-squared 0.955 0.884
주 1) 쌀 생산함수의 변수는 쌀생산비조사의 항목을 활용하였고 농가의 전체 생산성

은 농가경제조사의 항목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주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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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쌀직불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회귀분석(‘모형 1’)과 고정

효과모형(‘모형 2’)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직불금의 추정계수를 탄성치로

해석하기 위해 생산성과 직불금을 로그-로그 형태로 변환하여 추정하였

다. ‘모형 1’은 직불금, 직불금과 규모더미의 상호작용변수, 농가 유형 더

미(과실, 채소, 특작 및 화훼, 전작, 축산), 연령, 농외소득비중, 부채비율

이 직불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고정직

불금, 변동직불금, 변동직불금과 규모더미 교차항, 농가유형 더미, 농가부

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1% 증가할 때 쌀 재

배면적 규모가 3ha 이하인 농가의 쌀 생산성은 각각 0.007%, 0.005%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직불금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76) 반면, 쌀 재배면적 규모가 3ha 이상77)인 농

가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78) 소득 안정성의 증가는 농가에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경

영 환경(경영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Olson

75) 쌀 생산함수의 경우, 추정과정에서 발생한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상수 및 일부

변수들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주요 참고 문헌인 Frick and Sauer(2017)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76) 다만 본 연구의 생산성은 물량이 아닌 쌀생산액을 활용하여 추정되었고, 쌀생산

액과 변동직불금은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생산액을 디플레이트하였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고 물량기준 생산

성이 증가하였을 경우, 가격으로 인하여 쌀 생산성이 실제 물량기준 생산성보다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쌀 생산성에 대한

변동직불금의 추정계수가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77) 3ha는 이문호(2019)에서 변동직불금에 대한 재배면적 탄력성 분석에서 사용된

대규모 농가의 기준이다.

78) '모형 1’에서 고정직불금의 추정 계수는 0.007이다. 반면 변동직불금의 경우, 직

불금 변수의 계수와 3ha 이상 농가의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를 더하면 약

0.01(0.005+0.009=0.014)이 된다. 따라서 쌀 재배면적이 약 3ha 이상 되는 농가

들은 변동직불금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고정직불금의 효과보다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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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 2009; Creel et al., 201579)). 직관적으로 이와 같은 안정성 효과

는 고정직불금보다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동직불금의 소득 안

정화 효과는 대규모 농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므로(민선형 외, 201580)),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대규모 농가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6> 쌀 생산성 영향 요인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ln쌀고정직불금   0.007 0.003 0.003 0.003

ln쌀변동직불금 0.005 0.002 0.004 0.002

ln쌀고정직불금  ×대규모더미 0.001 0.005

ln쌀변동직불금×대규모더미 0.009 0.005
과실 농가 더미변수 -0.035 0.017

채소 농가 더미변수 -0.036 0.011

특작 및 화훼 농가 더미변수 -0.030 0.029

전작농가 더미변수 -0.059 0.031
축산농가 더미변수 -0.045 0.014

연령 -0.001 0.001 0.028 0.004

농외소득비중 -0.000 0.000 -0.000 0.001

농가부채비율 -0.001 0.000 -0.001 0.001
Constant 8.086 0.060 6.174 0.240



within

0.085

0.070

between 0.040

overall 0.009
Observations 2,100

주 1) 고정직불금은 당년 12월에, 변동직불금 익년 초(2-4월)에 지급되므로 t기 생
산성에는 t-1기에 지급받은 고정직불금과 t기에 지급받은 변동직불금이 영향
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주 2) 규모더미 설정을 위한 기준 규모는 쌀 재배면적 3ha이다.

주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79) Creel et al.(2015)에 따르면, 재무 안정성은 경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민선형 외(2015)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의 지급방식으로 인해 직불

금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효과(평균 소득 증가와 소득 변동성 완화)가 경영규모

가 클수록 커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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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유형 더미변수의 경우, 특작 및 화훼 농가 더미변수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더미 변수가 쌀 생산성에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

나 과실, 채소, 전작, 축산 농가들의 쌀 생산성은 쌀 농가보다 낮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고정효과 분석결과인 ‘모형 2’의 경우, 전년도의 변동직불금과 경영

주의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쌀 농가보다 평균 논 경지면

적과 고정직불금 수령액 규모가 큰 축산(또는 전작)농가의 쌀 생산성이

낮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3.7> 참조).

<표 3.7> 농가유형별 논 면적․고정직불금․쌀(농업)수입 ·쌀 생산성 평균 비교

단위: 천 원, ㎡

구분
쌀
농가

과실
농가

채소
농가

특작 및
화훼

전작
농가

축산
농가

논 경지면적 18,067 8,512 10,186 8,869 18,944 20,477

고정직불금 1,285 629 737 639 1,468 1,502

쌀 수입 16,031 7,642 8,496 7,160 16,674 17,372

농업수입 23,287 35,279 37,236 47,482 53,572 129,659

쌀 생산성 1.000 0.993 0.993 0.993 0.993 0.996
주 1) 쌀 생산성의 경우, 쌀 농가를 기준(쌀 농가=1)으로 다른 유형 농가의 상대적 쌀

생산성을 제시하였다.

<표 3.8>은 작물과 축산 수입을 모두 포함한 농가 생산성에 대한 직

불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의 경우, 고정직불금, 변동직불

금, 농가 유형 더미, 연령, 농외소득 비중, 농가부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농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쌀 생산성의 분석결과와는 반대로 농가의 전체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의 변동성

에 따른 위험을 제거해줌으로써 쌀 생산에 대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여

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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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보다 생산성이 높은 다른 농업 활동81)으로의 투입 자원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농가의 전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생산에 연계된 직불금이 농가의 생

산 행위(생산구조와 투입물 할당)에 왜곡을 발생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저

하시킬 수 있다는 Rizov et al.(2013)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 생산과 비연계된 직불금인 고정직불금 추정계수에 나타난 양의 부

호는 생산비연계 직불금과 생산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농업 보조금은 농가의 부(자산)를 증가시키고 농가의 위험 노출을

감소시킨다. 증가한 자산으로 인해 농가의 위험회피정도가 감소한다면82),

직불금은 자산효과로 인한 투입물 및 생산물 증가(Hennessy, 1998)와 투

자(Anderson, 2004)로 이어진다. Cillero et al.(2018)은 투자 요인으로 작

용한 직불금은 결국 생산성 증가와 연결되며, 생산비연계 직불금의 경우,

시장 신호의 왜곡을 감소시킴으로써 농가의 배분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정직불금의 경우, 특정 작물 생산 활동에 연계되지

않고 자산효과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가의 전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유형 변수의 경우, 특작 및 화훼 농가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작 및 화훼 농가를 제외한 다른 유형 농

가의 쌀 생산성은 쌀 농가의 쌀 생산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표

3.6> 참조), 농가 생산성의 경우, 이들 유형의 농가 생산성은 쌀농가 유

형의 농가 생산성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연령, 농외소득비중,

농가부채비율이 농가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 변수의 부(-)의 추정계수는 쌀 외에

다른 작물의 재배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농어촌연구원, 2018),

81) 쌀 농가 생산성을 기준(생산성 1)으로 농가 유형별 평균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과실 1.34, 채소 1.22, 특작 0.80, 화훼 1.64, 전작 1.39, 축산 1.64로 나타났다.

82) 이문호(2019)에 따르면, 한국 쌀 농가의 위험 회피성향은 DARA(Decrease

Absolute Risk Aversion)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고정직불금으로 인해 농가의

자산이 증가하면 쌀 농가의 위험기피 정도는 낮아지고 이는 쌀 재배면적을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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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높은 축산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경우, 쌀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주 연령이 낮다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점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농외 활동보다 농업 활동에 집중하는 농가일수록, 부채비

율이 낮아 자산안정성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가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고정효과 분석결과(‘모형 2’)에서도 '모형 1’과 같이 고정직불

금, 변동직불금, 농가 유형 더미, 연령, 농외소득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농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농가 생산성 영향 요인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ln쌀고정직불금   0.011 0.005 0.009 0.005

ln쌀변동직불금 -0.008 0.003 - 0.015 0.003

ln쌀고정직불금  ×대규모더미 0.000 0.010

ln쌀변동직불금×대규모더미 0.004 0.011

과실 농가 더미변수 0.196 0.032

채소 농가 더미변수 0.125 0.022

특작 및 화훼 농가 더미변수 -0.434 0.057

전작농가 더미변수 0.165 0.060
축산농가 더미변수 0.334 0.027

연령 -0.011 0.001 - 0.016 0.001

농외소득비중 -0.004 0.000 - 0.007 0.000

농가부채비율 -0.003 0.001 - 0.002 0.001
Constant 8.086 0.060 6.901 0.133



within

0.24

0.119

between 0.167

overall 0.140
Observations 2,100

주 1) 고정직불금은 당년 12월에, 변동직불금 익년 초(2-4월)에 지급되므로 t기 생산
성에는 t-1기에 지급받은 고정직불금과 t기에 지급받은 변동직불금이 영향을 준
다고 가정하였다.

주 2) 규모더미 설정을 위한 기준 규모는 논면적 3ha이다.

주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에 대한 추정결과에서 모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고정 및 변동직불금과 특작 및 화훼 농가를 제외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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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형 더미변수83), 농가부채비율이다. 상기 변수들 중, 고정직불금(+),

농가부채비율(-)은 쌀생산성과 농가생산성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동직불금의 경우, 쌀 생산성에는 정의 효과

를 변동직불금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4 절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 정책 수단인 쌀직불금이 농가 단위 생

산성(쌀 생산성과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생

산성 계측을 위한 생산함수 추정에는 기존의 방법들에서 제기되었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Wooldridge-Levinsohn-Petrin방법이 적용되었다. 생

산함수 추정결과, 한국의 쌀 재배 농가들의 쌀 생산기술과 농가 생산기술은

모두 규모수익불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측된 생산성을 활용하여 직불금이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쌀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쌀 생산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4) 이는 직불금과 같은 농가보조금이 농가

의 예산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투자를 증가시키고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변동직

불금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대규모 농가(3ha 이상)에서 고정직불금의 생

산성 증대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변동직불금의

83) 화훼사업은 2010년 이후 성장 하락세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는 ‘12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대, 경

기침체 및 사회변화(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이 있다(신학기,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특작 및 화훼 농가의 생산성이 쌀 농사보다 낮

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84)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 고정직불금 단가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고정직불

금의 단가가 다른 농업진흥지역(108만원/ha)과 비진흥지역(81만원/ha)의 경우,

고정직불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분석자료에 진

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고정직불금의 효과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표본에 진흥지역과 비진

흥지역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면, 각 지역에서도 평균적으로 본 연구의 추정결

과와 같은 직불금의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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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화 효과로부터 발현된 경영안정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농가 생산성에 대한 직불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

직불금은 농가 생산성에 정(+)이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동

직불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과 같은

생산연계직불금의 경우, 제도의 정책 대상인 쌀 생산에 대해서는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는 농가의 생산 및 투입요소 배분 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킨 결과로써 농가의 전체 생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해

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EU국가들을 대상으로 직불금이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이다.85) 반면, 고정

직불금은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농가의 쌀 생산성과 농가 생

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품목 제한을 두지 않

은 생산비연계 직불금은 특정 작목이 아닌 전반적인 농업활동에 대한 투

자로 작용하여 전체 농가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쌀직불금 정책은 일반적으로 생산

성보다는 소득안정, 공익적 가치 증대86)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가의 경쟁력이 필요하고 이는 농

가의 생산성으로부터 발현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본 연구의 결과와 같

이 보조금이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은 쌀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므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

미한 농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해석을 적용하는 것에 주의가 따른

다.87)

최근 개편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에서의 변동직불금의 폐지, 소

농직불, 그리고 면적직불을 포함한 기본형 직불의 도입에 따라 많은 변화

85) Rizov et al.(2013)과 Kazukauskas et al.(2014)

86) 쌀소득보전직불금 사업의 목적은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

익적 가치 보전이다(농림축삭식품부, 2018)

87)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쌀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 농가로, 쌀생산비조사의 표본은

농가경제조사의 조사대상 중 쌀을 1,98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다(농산물생산

비조사 지침서,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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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견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것과 같이 개편 후의 직불제가 농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개편 전의 결과와 이를 비교분석

해봄으로써 정책의 성과 및 보완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방법론은 내생성을 제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도구변수로 시차변수 활용함으로써 본래 5개 년도였던 패널 자료를 3

개 년도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직불금은 품목 다

각화와 같은 농가 내부의 위험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진행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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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and productivity, which refers to a ratio of the actual

output to the maximum potential output and a ratio of output to

input respectively, serve as essential factors required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industry. These concepts have been examined as

important research subjects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an

increase in profitability of individual economic units that belong to

industry.

Agriculture, compared to other industrial sectors, is widely known

for having a higher degree of uncertainties arising from a decrease in

input factors such as aging of the labor force, the lack of inflow of

the new labor force, an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of

farmland. Given all other factors being equal, a decrease in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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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factors could limit the growth of agricultural sector and have a

negative impact such as a decrease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farm household income in the long run. Henc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re considered to be more crucial in

agriculture than any other industries.

In this regard,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essays on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rice agriculture,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essay, I investigates the peer effects, which are

recently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individual performance, on cost efficiency(hereinafter CE) of rice

farms. Peer effects are recognized as the propensity of an individual to

behave in some way that varies with the prevailing behavior in some

reference group containing the individual. Such effects are similar to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that occur through the sharing and

spread of information among firms or labor, i.e.,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and peer effects are similar in that they both

measure social interactions between economic agents. In this respect,

we extend our analysis to further examine the impact of

agglomeration economies, which are classified into rice production

specialization and crop production diversity, on CE. In addition, a

differences in peer effe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was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potential

connection between dynamic agglomeration economies and peer effec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CE of peers living in

the same reg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CE

of individual farms. This indicates that the CE of farm is affected not

only by farm’s own characteristics but also by interactions with peer

farms. Moreover, estimation results for the effects of crop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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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ation and crop diversity on CE of farms show that both

agglomeration economies have positive effects on a farm’s CE. In

particular, the effect of rice specialization on CE was greater than that

of crop diversity. This implies that knowledge spillovers occur more

efficiently among farms cultivating the same crop than among those

cultivating different crops. I also found that peer effects were greater

in a region specialized in rice industry than in the other region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productivity

may increase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when there exist

agglomeration economies.

Given that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in designing regional

policy targeting to boost up the competitiveness of crop productivity,

first essay’s findings can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regions for such policies: regions that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single crop have greater agglomeration effects and

peer effects than regions cultivating diverse crops. For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for

selecting regions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second essay, I analyzed the effects of a project on water

drainage improvement on rice production and changes in regional

market equilibrium, and changes in producers’ welfare(or surplus).

Specifically, this essay focused on the project’s effects of subsurface

drainage facilities which are an increase in yields and a decrease in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This essay analyzed the project's

effects by apply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endogeneity. Moreover, the effects of a project is

examined based on the properties (i.e., a class of drainage and a

slope) of a rice paddy to figure out conditions of a target area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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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maximize the effects of a project. Subsequently, it also observed a

change in the producer surplu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a target

project area to propose a measure on enhancing the effects of a

project which can lead to productivity improve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amount of yields after the project's

implementation increased by 18.75kg/10a on average compared to that

before the implementation. In addition, rice paddies whose class of

drainage was 'poor' or 'very poo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yield effects compared to those whose class of

drainage was 'moderately well' or 'somewhat poor'.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target area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conditions

of drainage (i.e., a rice paddy whose class of drainage is recognized

'moderately well' or 'somewhat poo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for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it decreased by 6.61

min./10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ecause the problem

of the machine being stuck into an ill-drained rice paddy was solved.

Such a effects were reduced when a slope increased or a class of

drainage decreased. The level of decrease in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was affected more significantly by a slope than a level of

drainage. Particularly,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effect of

reducing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in rice paddies whose slope

was 7% to 15%. Based on this result, it can be inferred that rice

paddies that have a slope of 7% or less should be selected as a target

area for projects to enhance the project's outcomes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mechanization.

Changes in the market equilibrium due to the project and changes

in the producer surplus were analyzed by applying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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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Model. It was also found that the producer surplus

increased by 3,129.9 million won due to a change in the equilibrium of

regional rice market affected by the project's effects when the

durability period was assumed to be 30 years; the net benefit was

calculated to be 279.9 million won.

The net benefit obtained after the project's implementation

increased when a target area for the project was selected based on a

class of drainage and a gradient of the target area. The level of

change was higher when a class of drainage was considered than

when a slope was considered. This result was derived because the

amount of benefits related to the yield effects affected by a class of

drainage was higher than that affected by a decrease in the time of

machine ope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the

class of drainage am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project target

area for enhancing the project effectivenes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 slope.

The third essay investigates impacts of Rice Income Direct

Payments on productivity of rice farms. The effects of direct

payments on the productivity of farm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decoupled and coupled payments, as the effects could vary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duction linkage of direct payments.

Moreover, direct payments which are provided for the production

of a specific crop(i.e., rice), such as coupled payments, could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the crops eligible for direct

payments and the overall productivity of farms(hereafter farm

productivity. For this reason, I analyzed the effect of direct payments

on rice productivity and farm productivity, respectively. Unlike rice

productivity, which defines only rice revenue as output,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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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is a concept that defines not only rice but all agricultural

revenue (the sum of all crop and livestock revenue) as output.

I found an empirical evidence demonstrating that both decoupled

and coupled payment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ice

productivit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at agricultural subsidies such as direct payments reduce

budget constraints in farms, promote investment, and thereby increase

productivity.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coupled payments led to a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productivity than decoupled payments in

large-scale farms of 3 ha or larger. It can be inferred that income

stabilization from coupled payments led to stabilized the farm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decoupled payments and coupled payments

had an opposite effect on farm productivity. In other words, decoupled

paym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farm productivity, but coupled

payments have a negative impact. The negative impact of coupled

payments on farm productivity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coupled payments causing distortion in the decision of farms to

allocate inputs. On the contrary, decoupled payments a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rice productivity and farm

productivity due to the working of the wealth effect.

Previous studies on agricultur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South Korea measur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d decompose

these into specific efficiency (technology efficiency, scale efficiency,

etc.) or by factors (technology, capital, labor, intermediate goods, etc.)

or examined farms’ own characteristics that might affect efficiency.

This dissertation i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d

the impact of peer effects and major agricultural policies or projec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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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 hope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as meaningful basic data to evaluate existing

policies and design futu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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