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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이재요

본 연구는 보험 제도하에서 농가 행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을 실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대규모로 발생

하므로 농가는 정부가 주도하는 위험관리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2001년

부터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의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정책보험 제도이

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사업의 손해율이 높고 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으로 정부는 그간 보험 사업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

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은 현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선행되지 않은 채 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시장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한 실증은 향

후 보험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선결돼야 할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 및 생산 결정에 대한 농가 행위 분석을 위해 

농가 행위 분석을 통한

한국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실증

- 벼 품목을 중심으로 -



보험 가입 모형, 수입-지출 모형, 보험금 모형,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

을 총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정한다. 농가의 보험 가입 결정을 설

명하는 보험 가입 모형과 농가의 생산기술 특성을 설명하는 수입-지출 

모형은 내생적 처치 모델로 추정하였다. 농가의 생산과 지급 보험금 간

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험금 모형은 보험 비가입자의 존재와 보험금의 비

음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표본 선택 문제가 반영된 토빗 모형으로 접

근하였다.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에서는 농가의 위험선호 구조에 대한 

신축적인 형태를 가정하였다. 농가의 행위는 역선택 효과와 도덕적 해이 

효과를 포함한다. 역선택 효과는 내생적 처치 모델에서 오차항 간 상관

계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 효과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

른 평균 수입, 수입 변이계수, 최적 투입요소 수준의 평균 처치효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는 가입면적 및 보험가입금액 등의 비

중이 매우 높은 벼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실증 결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벼 품목 시장에서 역선택 효과가 개선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시범사업 시기 위험지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던 

역선택 효과는 본사업 시기로 접어들면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도덕

적 해이 효과는 노동 투입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았다. 오

히려 보험 가입이 평균 수입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 

가입의 위험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방지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농

가의 실제 의사결정이 미래 보험계약 조건에 대한 생산의 동태적인 영향

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역선택 효과가 개선되었으며 도덕적 해

이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시장 내 변화를 반영

하고 있다. 향후 보험 정책은 보험 가입률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

다. 다만,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됐을 뿐 시장 전체에 여전히 역선택 가

능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역선택과 관련한 제도적 점검은 필수적이다. 

도덕적 해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 완화가 단행되어야 한다. 물



론 노동 투입 수준에서 도덕적 해이 효과의 가능성은 발견되므로 제도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정보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내생적 처치 모델, 보험금, 최적 투입요소

학번: 2018-2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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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농업재해보험과 정보 비대칭성

농작물은 생육 전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기온 차이 및 연간 강수량 편차가 극심하며 봄

철 이상 저온, 우박, 중대형 태풍 발생 등 재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농의 규모화가 이루어질수록 농작물 

피해 규모와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기상청의「2018 재해

연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경지 

피해액(2018년 물가 기준)은 평균 59,765백만 원, 표준편차 146,919백만 

원으로 변이계수가 2.46에 달해 연도별 피해 규모의 편차가 극심했다. 

대부분의 농가는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길 외(2015)에 따르면 2015년 조사 대상 농가의 

82.3%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었고 83.8%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각각 76.9%, 73.7%에 비해 증가한 것

으로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농가 또한 97.4%에 달한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해 피해에 대한 농가의 위험 관리는 매우 중요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

농가의 자체적인 위험관리수단은 재해 위험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방재시설 및 내병성·내한성 품종, 보존 경운(conservaion tillage)을 통해 

재해에 대비하며(Schoengold et al., 2014) 작물의 다각화 및 분산 재배를 

통해서도 생산의 위험을 분산시킨다. 수입에 대해서도 포전거래(밭떼기)

나 계약재배, 혹은 농외 겸업 및 사업외수입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여

러 지역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해 자

력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정부가 주도하

는 위험관리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1) 2009년과 2015년의 조사 대상은 각각 482명이며, 43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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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제 66조 (국고보조 등)에 의한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지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

한 농가 피해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 수

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1967년부터 피해 농

가에 재난지원금을 농약대，대파대 등 복구비와 생계지원비 등으로 구분

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행

정안전부 또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기준 미만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하

고 있다. 그러나 농업재해지원제도는 재해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보전이라기보다는 영농 지속을 위한 시설복구 및 생계비 중심의 소극적 

지원에 가깝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 3년 간 농식품부의 피해지원

금으로 피해 농가의 약 77%는 평균 약 107만 원을 지원받은 데 그쳤다.

(감사원, 2019) 재난지원금은 일정 피해 금액 또는 경지 규모가 충족된 

지역에 속한 농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해 농가

가 지원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외에도 양형우(2013)는 농가가 

여러 곳에 분산된 경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작목을 경작하는 경우에

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한편 Garrett et al.(2006)

는 재난 지역 선포나 재난지원금 분배에 있어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Quiggin et al.(1993)은 재난지원금이 

일시 이전금(lump-sum transfer)의 성격을 갖게 되어 지원금의 위험감소 

효과나 재분배 효과가 현격히 낮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제도2)는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한 장치로서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손해의 빈도와 강도를 예측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고 시 보

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재해보험 중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가

2) 농업재해보험연감(2019)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제도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

해보험 이외에도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을 포괄

하며 통상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지칭한다. 



- 3 -

축공제사업형태(농경우공제사업)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2001년부터 농

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

였다. 2010년에는 기존 농작물, 가축,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관련 법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되었다. 현재 농업재해보험 제

도는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민영 보험사가 농림업，축산업，양식

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재해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판매·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농업 재난지원금 제도와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농가에게 영농 위

험 관리를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 Goodwin(1993)은 재난지원금을 수령

한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낮다고 하

였고 이러한 경향은 재난지원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뚜렷해진다.(Goodwin 

and Rejesus, 2008) 그러나 농업재해보험은 위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절

차에서 재난지원금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서상택, 2015) 농업재해보

험은 정부가 손실을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므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재

난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리스크 관리 주체를 정부에서 농가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념의 피해복구체계라 할 수 있다. 또 농업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체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자생력을 강화시

키는 측면이 있다. Schoengold et al.(2014)는 재난지원금이 보존경운과 

같은 농가 단위의 위험 방지책 이용을 낮추게 되는 반면 동일한 재정을 

농작물재해보험에 투입했을 땐 오히려 농가가 비경운(no-till) 경지 면적

을 확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가의 자체적인 위험 관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정된 정부 재원을 농업재해보험 제도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은 기존의 가격 지지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농가 소득 안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

다.(Chambers, 1989)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가격 정책과 달리 농작물재

해보험을 통한 농가 지원은 WTO 협정에서 허용대상 정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EU·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농업

재해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이 갖는 특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재해보험은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과 대비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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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Horowitz and 

Lichtenberg, 1993)

Chambers(1989)에 따르면 농업 보험 시장은 보험 사업자와 농가 모두

를 보험 시장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상태로 만들 때 성립할 수 있

다. 즉, 보험 가능성(Insurability)은 농업보험시장의 출현과 정착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요소이다. 보험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이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Akerlof(1970)의 `레몬시장(The Markets for Lemon)' 논의 이후, 보험 시

장의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주목되어 왔다.3)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농가

들이 서로 다른 생산 특성을 나타낼 때 농가는 생산 및 보험 가입에 관

한 최적 의사결정에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

고 이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가능성에 악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

는 것이다.(Quiggin et al., 1993) 정보 비대칭 문제 중 역선택은 계약 체

결 전의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한다. 농가는 계약 체결 전의 정보 비대칭

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여부나 보장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제적 동기(역

선택)가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생산 결정

을 내리는 경제적 동기(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 역선택은 보험료율보다 실제 위험률이 높은 

농가 또는 농지(과수원)들이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농

지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으로부터 개별 위험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중 고

위험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더 높거나 더 높은 보장 수준을 선택

하게 된다는 것이다.(유지호, 2011) 농가별로 공정한 보험인수를 위해서

는 보험 사업자가 개별 농가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계약 시 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율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 사업

자에 비해 농가들은 과거 피해 경험, 지역의 자연 재해 가능성, 농가의 

3) Arrow(1985)는 역선택을 `숨겨진 정보(hidden information)'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

를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의 문제로 보았다. 즉, 역선택은 보험운영기관의 보

험가입자에 대한 `선별'과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해이는  `감시' 와 관련이 있다. 

역선택에서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외생적이지만 도덕적 해이에서는 내생적이다.(유

지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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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 방재능력 등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사업자는 손해발생 빈도 및 심도 등의 손실 위험을 보험료율

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Goodwin, 1994) 고위험 농가는 적정 보

험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반면 저위험 농가의 

기대 효용은 낮아져 보험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학습효과

(learning effect)에 의해 역선택 문제는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이경

룡·유지호, 2007)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험 가입을 통해 이익을 보는 농

가들이 늘어나며 농업재해보험 시장은 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포트폴

리오가 구성되는 것이다. 보험 사업자가 역선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큰 폭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결국 보험시장에서 이탈하

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위험방지노력4)에 변화가 발생하여 재해 발생 시 손해가 과다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 계약 후에 농가는 자발적인 재해 예방 활동으로부

터 얻는 한계 편익이 낮아지고(정원호, 2014), 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자

의 행태 변화를 보험료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적절한 보험료를 산

정할 수 없게 된다.(Knight and Coble, 1997) 한편, Chambers(1989)는 도

덕적 해이 문제를 보험 사업자가 농가의 투입요소 사용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았다.5) 이 경우 보험 사업자는 농가의 사후(ex post) 

생산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려는 농가의 동

기는 농업재해보험 운영에 큰 위해가 된다고 하였다. 도덕적 해이 문제

에서도 역선택 문제와 마찬가지로 농가의 학습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농가의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아져 보험 사업

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우량 농가의 피해로 

4) 재해예방 노동에 대해 김태균 외(2004)는 태풍 방제의 예로는 지주목 설치를 제

시하였으며, 우박 방제의 예로는 그물망 설치를 제시하였다. 동상해 방제의 예로

는 방상림 설치, 발아 및 개화 지연처리, 과수 피복, 연무, 연소, 방상선 설치, 살

수 결빙 등을 제시하였으며, 호우 방제의 예로는 배수로 정비, 유실된 비료 보충 

등을 제시하였다.

5) Quiggin et al.(1993)에 따르면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정보 비대칭성은 단순히 보

험 사업자가 투입요소 사용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용 수준

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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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2.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 및 성과6)

2.1.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농업재해보험 중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

터 「농작물재해보험법」등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다른 농

업재해보험의 관련 법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규정되었

다. 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7)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가의 자유로운 선택

에 따른 임의가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물적 손해보험으로서 다른 물적 보험과는 달리 일정 기간 생육활동이 이

루어지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 

기간은 폼목별로 설정되며 보험대상 기간은 주계약의 경우 발아기(파종

일, 정식일 등)부터 수확기까지 통상 1년이다. 만기 시에는 보험료가 환

급되지 않는 단기·소멸성 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방대하며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반

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일반 손해보험에서 취급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보

험8)으로 운영하며 우리나라에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

6) 현황 및 성과의 내용 중 별도의 인용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농업재해보

험연감(2019)과 NH농협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을 참고하였다.

7)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8) 정책성 보험은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보험료 및 운영경비의 

지원, 국가 재보험 운영 등의 제도를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도입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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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가) 보험가입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 목적물은 매년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로 대별된다. 보험 가입 단위는 농가, 필지, 과수원(농지) 단

위로 바뀌어 왔다. 보험이 시작된 2001년에는 농가 단위의 가입 방식으

로 운영되었으나 농가가 운영하는 과수원 전체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2002년부터는 농가가 일부 필지

만을 가입할 수 있는 필지 단위 가입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농가가 위

험률이 높은 필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되

었다. 따라서 2003년부터는 필지와 관계없이 과수원(벼는 농지,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은 하우스 1단지)9) 단위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임의가입이기는 하지만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품목별로 최소가입금액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너무 적은 가입금액은 사업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농가가 

수령하는 보험금의 효과 또한 매우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

도로 품목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재배규모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더라도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

(과수원, 단지)에 대해서는 보험 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

에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농가가 농지 소재지의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지 확인 절차는 농가의 

농지원장와의 작성 내용 일치 여부를 현지 조사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계

약 인수와 농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실시한다. 이후 청약서를 

9) 농지는 농가가 실제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하나의 농지가 여러 필지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다.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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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정한 뒤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등

의 절차를 밟는다.   

나) 보험 상품의 구분

보험 상품은 보험 대상지역에 따라 본사업 상품과 시범사업 상품으로 

구분된다. 시범사업 상품은 보험설계의 적정성, 농가의 호응도, 사업의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

안 판매되는 상품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품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본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

한 것이다. 3년 차 이상의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본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년 기준, 5년차 

이상 6개 품목, 4년차 3개 품목, 3년차 4개 품목, 2년차 8개 품목, 1년차 

5개 품목, 총 26개의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험 상품은 위험의 담보방식에 따라 크게 특정위험방식 상품과, 종합

위험방식 상품으로 구분된다. 특정위험방식 상품은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한 위험에 대한 보험 목적물의 피해만을 보장하며 보험 사고 발

생 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수량만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보험 제도 도입 시 사과와 배의 주요 재해인 태풍, 우박, 동상해를 주계

약으로 하는 특정위험방식의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현재 농작물재

해보험에선 과수 4종(사과，배, 단감, 떫은 감) 및 인삼에 특정위험방식

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위험방식 상품은 모든 자연 재해와 조수해 및 화

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재해 유

형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이며, 보험 운영사 입장에서는 품

목의 재배 관리 표준화가 미흡하고 재해 발생의 유형 파악이 어려워 손

해평가가 까다로운 경우에 적절한 방식이다.(최경환 외, 2010) 적과전종

합위험방식은 현재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에 적용되고 있으며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방식을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방식을 적용하는 방식

이다. 한편 종합위험생산비 보장 방식은 종합적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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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장하되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발생 시까

지의 생산비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목적물이 시설작물(고추·참

외 등) 또는 농업용 시설물인 경우에는 생산비(보험가입금액)의 100% 보

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도입된 수입(收入)보장

(Revenue Protection) 방식이 있다. 이는 목적물의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

라 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목적물의 수입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확감소보장' 방식보다는 폭넓은 보상이 이루어

지는 특징이 있다. 2019년 현재 총 6품목(포도, 양파, 콩, 가을감자, 고구

마, 마늘)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다) 보장수준(인수범위)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과 가입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입수확량

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 범위(50%~100%) 안에

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 계약 시 약정한 

금액으로 농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 원리에 따라 재해 

손실을 모두 보장해주진 않는다. 농가의 재해 손실에 대한 보상은 농가

의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수준까지라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

라서 발생한 손해 중 일정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게 되며 이

를 위해 자기부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기부담제도는 직접공제방식

(Straight Deductible)과 소손해면책방식(Franchise Deductible)으로 운영된

다. 직접공제방식에서 비율제는 손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만큼을 차감하

는 방식으로 현재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5가지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농업용 시설물, 일부 채소 및 특작에서는 손해액에

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인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손해면책

방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 전액을 보장하는 방식

으로 현재 시설작물에서 대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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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료율 및 보험료

보험료율은 보장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위험률을 요율로 표현한 

것으로서 보험단위당 부과하는 보험가격을 일컫는다. 일반 보험은 순보

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을 통합 산출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의 

특성상 순보험료율만 산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별 요율체계를 바

탕으로 개별 농가의 손해율별 할인·할증과 방재시설 할인 등과 같은 개

별 요율체계를 혼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0) 즉, 순보험료율 = 지역별

기본요율 × 개별실적할인할증율 × 방재시설할인율 관계가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재해보험

의 보험료율은 보험 목적물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요율은 품목별 전체 사업기간의 경험

실적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 조정률로 기존의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따

른다.11) 현재 행정구역 단위는 품목별로 162개 시·군 단위로 구분하나 

10) 이외에도 과수의 경우 품목에 따라 품종별 할인·할증률이 있으며 벼와 맥류의 

경우에는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평년수확량 초과 가입 

시 할증률이 있다. 

출처: 감사원(2019)

〈그림 1〉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보험료율 산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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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요율체계를 준용하

여 229개 시·군 단위로 구분한다. 

시·군별 과거 경험실적 자료를 현행 요율 수준으로 수정한 수정보험

료와 기준 자기부담비율(20%)로 환산한 수정보험금을 산출하며 이를 바

탕으로 수정손해율을 산출한다. 수정손해율에 신뢰도12)를 반영한 값에 

100을 뺀 값인 시·군별 조정요인을 이용하여 구간에 따른 조정률을 결

정하고 이를 당해 시·군별 보험료율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다만 연간 

손해율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요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정요인 적용 시 통계 집적 기간에 따른 적용비율(1년일 

때 50%, 5년 이상부터 100%)을 적용하고 있다. 또 최종 조정요인을 반영

할 때에도 일정 한도(-30%~+50%) 내에서만 조정률을 결정한다. 요율 변

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조정유보기준'도 두고 있다. 조정요인 

±5% 미만일 경우 시·군별 조정을 유보하며 조정요인(전국 단위)과 조

정효과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 품목·담보별 조정을 유보한다. 전국 단위

의 조정요인은 시군별 조정률과 각 시군의 이전 연도 보험료 비중(각 시

군 보험료/전체 보험료)을 곱한 후 이를 모두 더한 뒤 이전 연도 실적 

대비 보험료 수입의 증감으로 산출한다. 조정효과는 시·군별 조정률에 

따른 조정효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전 연도 대비 보험료 수입의 증감을 

나타내는 값이다.

개별실적 할인·할증제는 농가의 과거 손실 경험을 반영하여 농가의 

위험률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구) 단위의 

지역 보험료율 체계를 농가 개별 실적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보험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과거 5개년의 손해율(보험금/위험보

험료*100)에 따라 손해율이 100% 미만(초과)일 때는 요율이 인하(인상)되

는 구조이다. 과수원의 경우 할인·할증의 구간을 최소 –30%부터 최대 

30%까지 운용하고 있다. 

방재시설 할인율은 방풍림, 방조망, 방풍망, 지주시설 등의 방재시설별, 

11) 지역요율 체계에 대한 설명은 감사원(2019)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12) 지역별 신뢰도(0~100%)는 과거 지역 내 가입 자료의 통계적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료가 축적된 기간이 길고 가입실적이 많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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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해별로 할인율을 적용하며 과수원의 경우 5 ~ 20%의 할인율을 적

용한다. 다만 방재시설 할인율은 30%를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농가의 가입 내

용에 따라 주계약 적용 보험료와 특약 적용 보험료로 나뉜다. 보험료 중 

순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인 위험보

험료와 위험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손해조사비13)로 구성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운영비와 보험 운영사의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로서 위험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이윤(사업자 

이익)으로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는 전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책보험으로 운영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현재 정부에 의해 보험

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따라 농식품

부는 순보험료의 50%와 보험사 운영비의 전액(실비 정산)을 지원하고 있

다.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

체(광역 및 기초)에서 국가 지원 50%를 제외한 20~40%를 지원하고 있

다.14) 따라서 농가는 실제로 순보험료의 10%~30%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

13) 기존에는 손해조사비가 운영비로 분류되어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았으나, 20

12년 이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는 매년 위험보험료에 (예정)손해조사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조사비용을 산출하고 보험료로 청구하고 있다.

14)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정하며 이전 연도 1

2월 말까지 시·군·구의 예산 및 지원율을 보험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농가는 보

험 가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업자는 추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확정 지원 보험료를 청구한다. 

출처: 감사원(2019)

〈그림 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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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의 보험 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보험 상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구매가격인 보험료는 선급의 형태이

며 상품의 품질 및 가격 수준 평가는 후급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후적

인 보험 상품의 평가는 손해평가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농작물재해보

험에서 손해평가는 보험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 현지 조사를 

통해 손해율(피해율)을 확인하고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이

다.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 판매 대리점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게 되며 대리점은 보험 사업자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한다. 보험 

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제2항 및「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8조 등에 따라 현지 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평

가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

(「보험업법」제186조) 또는 손해평가사(「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 4 

제1항)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된다. 보험 사업자는 손해

평가반에 의한 현지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목적물 중에서 

임의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손해평가인력의 현지 손해평가 조사 결

과는 몇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지급 보험금의 결정15)으로 

이어진다. 

바) 국가재보험16)

15) 농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을 

확정한 후 보험 가입 농가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6) 국가재보험에 대한 설명은 강수진(2018)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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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의한 손실은 원칙적으로는 보험 사업자가 부담

한다. 그러나 예측불가능한 피해가 대규모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

하는 자연재해의 특성상 보험 사업자가 홀로 손실을 부담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보험 사업자는 국가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에 

따른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보험 사업

자는 자체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민영 

보험사에 분산 출재하고 있으며 민영 보험사도 위험 회피를 위해 일부 

책임을 해외 재보험사에 분산시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국가재보험제도는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모

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손해율 180%를 적용하는 초과손해율 방식

으로 운영되었다. 기준손해율 180% 이하의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사업자와 국내 6개의 민영 보험사가 출재비율에 따라 분담하며(비

례재보험), 기준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대형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모두 인수하였다(비비례재보험). 국내 민영 보험사들은 

110%~180% 구간의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해외 재보험사와 위험을 분담

하였다. 2009년엔 기존의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

기금을 농어업재해보험기금으로 통합17)하였다.  

국가재보험 도입 이후 한동안 거대 재해가 없었으나 2012년 `볼라벤' 

등 4개의 태풍, 대형우박 등 기상이변의 빈발로 손해율 359.5%의 대형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내외 재보험사의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2013년엔 임시로 기준손해율을 150%로 낮추었다. 2014년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가재보험 심층평가를 통해 국가재보험 체계를 

개편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미 도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기준손해율과 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 본사업 품목 내에서는 과거 손

해율에 따라 품목별로 위험군(고·중·저)을 3단계로 구분하였고 각각 

손해율 150%, 165%, 180% 초과분을, 시범사업은 160%초과분을 국가 재

보험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재보험료율로는 각각 7.0%, 6.25%, 

5.5%, 6.5%를 적용하였다. 즉, 고위험 품목일수록 낮은 기준손해율을 적

17) 농작물재해보험의 비중이 약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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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대신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험분산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초과손해율 방식 아래에서 민영 보험사의 누적 수익이 증가하고 

정부의 누적 손해는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도입된 품목과 수입보장품목에 대해서 위험 전체에 대해 국

가와 사업자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손익분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손

익분담 방식 아래에선 국가재보험의 손익 변동폭이 축소됨으로써 초과손

해율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2017년엔 손익분담 방식을 전체 

보험가입 규모의 30%. 2018년엔 70%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100%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보험 구조 개선을 이루어냈다. 

사) 보험 운영체계 및 관련 기관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 시행 주체인 농식품부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연도 재보험 요율 기준손해율

2005년 5.1% 180%

2006~2009년 6.0%

2010~2013년 5.5% 150%(2013년)

2014~2016년
저위험/중위험/고위험/시범사업 

5.5%/6.25%/7.0%/6.5% 180%/165%/150%/160%

2017년
5.5%/9.375%/10.5%/9.75%

손익분담 방식 (30% 적용)

2018년 손익분담 방식 (70% 적용)

2019년 손익분담 방식 (100% 적용)

출처: 강수진(2018) 자료 재편집

〈표 1〉 연도별 국가재보험 요율 및 기준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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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로 자금을 배정한다. 보험사

업의 관리·감독 등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 이후에는 보험 사업

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

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약정체결 등의 실제적인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탁하여 수행한다. 대표적인 역할이 농업

재해보험 사업관리이며, 농업재해보험 및 국가재보험 사업관리, 농업재

해보험상품 연구,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년

부터는 농업재해보험 생산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보험 요율 및 상품의 승

구 분 주 요 역 할

농식품부

·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

· 보험 사업자 선정，보험료 ․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재

보험료율 책정，재해보험 사업자 관리감독，거대재해 인

수，농업재해재보험기금 집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 관리 ․ 감독，상품의 연구 및 보급，농업재해재

보험 기금 운용，손해평가인력의 육성，손해평가기법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보험 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주체

· 보험상품 개발(보험료율，보험약관)，보험판매(가입자)，

손해평가(평가 의뢰),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 보험료율 및 약관 인가

보험개발원
· 보험상품별 보험료율과 국가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 

사업자와 농림 축산식품부에 제공

손해사정 법인,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 보험 사업자가 의뢰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실

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국내외 재보험사 ·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

출처: 농업재해보험연감(2019) 자료 재편집

〈표 2〉 농작물재해보험 유관 기관 및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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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업무 또한 맡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법」 제8조 1항의 1에 따라 농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이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 3월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중앙

회로부터 물적분할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NH농협

손해보험은 보험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실질적으로 보험 사업을 운

영하며 재해보험운영비 사용 계획과 보험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농식품

부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한다. 이외의 관련 기관으로서 보험료율

과 보험약관을 인가하는 금융감독원,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보험개발원, 

손해평가를 의뢰받는 손해평가 법인 및 인력, 통계자료를 수집 및 관리

하는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외 재보험사가 있다.  

아) 주요 추진경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제기되어 벼

를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나 자료 및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1999년에 이르러 태풍 `올가'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속출하자 2000년에 보험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거쳐 2001년

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의 제정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실시

되었다. 

2001년 3월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02년

에는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을 포함한 6개 품목으로 사업이 확대되었

다. 이후 2002년과 2003년 잇따라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의 영향으

로 손해율이 급등하여 보험 사업의 불안정성이 부각된 반면 보험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위험분산 가능성, 농가수준 중요도, 요율산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임산물, 2008년에는 채소(과

채류, 엽채류, 근채류)와 식량작물(밭작물) 중심으로 재해보험이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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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주요 내용 비고

2001년

1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

3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

사과 ․ 배 시범사업 실시
과수 시범사업 실시

2005년
1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국가재보

험도입 및 기금 설치)

6월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설치

2007년 9월 · 밤 ․ 참다래 ․ 자두 시범사업 실시 임산물 시범사업 실시

2008년 5월
· 고추 ․ 콩 ․ 감자 ․ 양파 ․ 수박 시

범사업 실시

채소, 식량작물(밭작물) 시범

사업 실시

2009년 5월
· 벼 ․ 옥수수 ․ 고구마 ․ 마늘 ․ 매

실 시범사업 실시

식량작물(논작물) 시범사업 

실시

2010년

1월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농작

물재해보험법을 전면 개정) ·농

어업재해보험사업(농작물，가

축，양식수산물) 시작

8월
· 시설딸기 및 농업용시설(비닐온

실) 시범사업 실시

시설작물 시범사업 실시

농업용시설 시범사업 실시

9월 · 시설오이 시범사업 실시

10월 · 시설토마토 시범사업 실시

12월 · 시설참외 시범사업 실시

2012년 9월

· 밤․ 옥수수․ 고구마․ 감자․ 마늘․ 매

실 본사업 실시

· 인삼 ․ 시설작물(멜론，파프리카) ․ 

오디 ․ 녹차 시범사업 실시

특작 시범사업 실시

2013년 11월
· 배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

업 실시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

업 실시

출처: 농업재해보험연감(2019) 자료 재편집

〈표 3〉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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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9년에는 쌀과 같은 곡물류에도 재해보험이 도입되었다. 2010년에

는 시설작물과 농업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2012년엔 특

작, 2013년엔 적과전 종합보장방식의 상품으로 대상 품목이 늘었다. 

2015년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업재해보험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2.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성과18)

가) 외연적 성장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규

모화되었다.(최경환 외, 2010) 2001년 사과와 배 두 작물을 대상으로 처

음 도입한 이후 2003년부터 2005년을 제외한 모든 시행 연도에서 신규 

품목이 도입되어 2020년 67개 품목(74개 상품19))까지 연 평균 약 3.4개의 

품목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표 4). 2020년 기준으로 총 67개의 

작물로 확대되었으며 종류별로는 시설작물이 22개로 가장 많고 과수 13

개, 논·밭작물 9개 등이 있으며 농업시설까지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운

영되고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가입면적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2001년 4,096ha에서 2009년 48,331ha, 2019

년 437,698ha로 연 평균 약 29.6%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상면적 대비 보

험가입면적을 나타내는 면적 가입률 또한 2001년 17.5%에서 등락을 거

듭했으나 2014년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2019년 39.3%에 달하고 있다. 

18) 농업시설 품목군에는 농업 시설용(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내재형하우스, 부대

시설, 유리온실) 품목과 버섯재배사 품목이 해당되며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과 성격이 다르다.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통계 집계 과정에서 농업

시설 품목군을 제외하였다. 

19) 세부 상품 분류가 되어 있는 품목으로는 벼(조사료용, 벼), 감자(가을감자, 봄감

자, 고랭지감자),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배추(월동배추, 고랭지배추), 무(월동무, 

고랭지무), 파(대파, 쪽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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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보험가입금액 또한 2001년 924억에서 2009년 1조 2,51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를 넘겼고 2019년엔 7조 9,335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간 약 3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전체 

농림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0.3%에서 2009년 2.7%, 2019

년 15.2%로 크게 증가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규모화는 보험료 대비 운영비 비율이 전반적으

연도 품목 수 신규 품목

2001 2 사과，배

2002 6 포도，복숭아, 단감，감귤

2003 6 -

2004 6 -

2005 6 -

2006 7 떪은 감

2007 10 밤, 참다래，자두

2008 15 감자(고랭지, 가을)，콩，양파，고추, 시설(수박)

2009 20 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벼

2010 25 시설(딸기，토마토, 오이，참외)，대추

2011 30 시설(풋고추，호박, 국화，장미)，복분자

2012 35 시설(파프리카，멜론)，인삼，오디, 차

2013 40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시금치，부추, 상추)

2014 43 시설(배추, 가지，파)

2015 46 시설(무，백합, 카네이션)

2016 50 시설(미나리), 양배추，밀，오미자

2017 53 유자，무화과，시설(쑥갓)

2018 57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2019 62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호박,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 봄감자,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2020 67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표 4〉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신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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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영업보험료 대비 운영비 비중은 2001년 

30.2%에서 2009년 25.9%, 2018년 7.8%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 대비 운영비 비중이 컸으나 가입자 증가

와 보험 사업 운영의 학습효과로 인해 규모의 경제, 즉 사업 확장 효과

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종합위험보험방식에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외연이 한층 더 확

장되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과 생산

량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어 농가의 수입 감소에 대한 자연 헤

지(natural hedge)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정원호 외, 2013) 게다가 

WTO 협정 이후 농산물 가격의 하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의 가격

지지 정책을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입보험은 한·미 FTA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되었던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시행이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3〉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가입면적 및 가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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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2012년부터 그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2015년 포도, 양파, 콩 3개 품목을 대상으로 14개 시·군에서 진행된 시

범사업은 2018년 새로 추가한 양배추를 포함하여 총 7개 품목,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시범사업까지 이어졌다. 가입률 및 가입금

액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5년~2018년 평균 각각 12%, 716억을 

나타냈다. 특히 2018년에는 양배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손해율이 

100%를 초과했으며 총 위험보험료 65억에 보험금 497억 원이 지급되었

다. 그중 가격 하락에 대한 보험금이 394억 원으로 약 80%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나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도입 취지와 걸맞은 기능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나) 농가 경영안정효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효과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과 농림업생산액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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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기 관리 방안으로 기후 변화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영안정효과는 보험 제도의 도입 기

간 동안 보험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 데서 알 수 있다. 

19년 간(2001~2019년) 157만여 농가가 197만여 건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

고 2조 7,804억 원의 보험료가 수취되었다. 사고 건수 48만여 건에 대해 

보험금 2조 9,216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사고율(사고 건수/가입 건수

×100)은 24.8%, 손해율(보험금/위험보험료20)×100)은 105%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를 제외한 농가의 실제 보험료 납입액 6,294억 원

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율은 464%에 달해 보험의 경영안정효과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2012년과 같은 거대 재해 상황에서 5만 8천

여 농가에 4,85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 가입 건수 중 60.9%

가 실제 납입액 대비 14배가 넘는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거대 재해 

상황에서 보험 사업이 농가의 재생산 활동에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

다. 2019년에는 봄철 이상저온, 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7만 2

천여 건에 대해 8,34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지급 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사고율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사고율과 실제 농가 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

율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실제 농가 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100%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

다. 이는 농가의 재해 피해에 비례하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인해 보험 가입 농가는 양(+)의 순이익, 즉 

경영안정효과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안정효과는 피해 보상 농

가에 국한할 때 한층 더 두드러진다. 〈그림 6〉은 가입 건당 농가 지급 

보험료와 사고 건당 보험금을 나타낸다.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피해 농가는 항상 양(+)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다. 19년간 평균 가입 

건당 보험료 41만 원에 대해 평균 사고 건당 보험 568만 원이 지급됨으

로써 재해 피해 농가는 평균 526만 원의 건당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20) 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를 의미하며 2012년부터는 손해조사비를 추가로 제외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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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의 경영안정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

석되었다. 최경환 외(2010)21)는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각각의 최

대손실금액(VaR, Value-at-Risk)을 비교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시

행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주요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보험 가입 농가의 소득 변동성

과 재해로 인한 최대손실금액이 비가입 농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소득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강수진(2018)22)은 사과, 배, 단감 농가의 개별 생산 및 보

21) 최경환 외(2010)는 1980~2008년의 보험 주요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의 단

위면적당 소득 및 생산량 자료와 2001~2008년의 품목별 보험료와 보험금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 연도별 농가소득 변화율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t-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22) 강수진(2018)은 2006~2012년, 총 7년 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농가의 기준수확량, 감수량, 보험료, 보험금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준가격과 조수

입 자료를 위해선 2006~2012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서 사과, 배, 단감 농가의 판

매가격과 평균 농가 조수입을 이용하였다.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5〉 농작물재해보험 사고율 및 납입액 대비 보험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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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험지표를 산출하고 보험 가입의 경영안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개 품목 모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입 

변동계수(CV), 최대손실가능금액(VaR), 위험프리미엄(RP)은 낮게 나타난 

반면 확실성 등가수입(CE)은 높게 나타났다. 즉, 농작물재해보험이 수입

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다) 생산효과 및 사회적 후생효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

적인 보험효과 이외에도 생산에 대한 보조금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김

미복 외(2015)는 농가 단위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경지면적 결정

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23)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축산농가의 경우 보험 가입이 영농규모 

23) 개별 농가의 보험가입에 의한 생산량 변동 관련 설문 항목으로 (1) 변동이 심함

(±30% 이상) (2) 변동이 다소 있음(±10~30%), (3) 보합(±10% 이하)을 두었다.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6〉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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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과수농가의 경우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

다. 영농에서 토지는 비탄력적 투입요소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는 

농가 단위의 재배면적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설문 결과

에 의하면 오히려 보험 가입 농가들은 재배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

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민(2014)은 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과 비가입 대상 작물을 비교

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생산 증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추정법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한 분석 결과, 보험 가입 대상 작물은 

재해보험 시행 이후 비가입 대상 작물보다 평균 약 8만 톤 정도 생산량

이 증가하였다. 보험가입률이 높은 사과, 배, 감 3개 상품만으로 한정했

을 때에는 생산량이 평균 약 20만 톤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이 농가의 생산 위험을 줄여 농가의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보험가입률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농가의 보험 가입은 농작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강수진(2018)은 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해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산

출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사회적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24) 실제 수확

량 분포(1990~2015년)에 기초하여 생성한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보험 가입에 따라 사과, 배, 단감의 생산량이 각각 1%, 1.2%, 0.5% 증가

한다고 가정하고 품목별 보험 가입률을 곱하여 국내 생산량 증가분을 산

출하였다. 생산자 후생은 확실성 등가수입(CE)을 이용한 위험감소분으로 

산출하였고 소비자 후생은 소매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후생 증가 효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생산자 후생, 소비자 후생, 농가 수취 보험금을 더한 

사회적 편익은 72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농가 지불 보험료와 정부 재정

지원을 더한 사회적 비용은 27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사회적 편익

이 비용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농작물재해보험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24) 80%의 보장 수준을 가정하였고 품목별 가입률은 2014년 보험 가입률을 이용하

였다. 시장 공급곡선은 수직선으로 가정하여 가격 감소에 따른 생산자 후생 감소

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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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배경 및 목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다루는 농업재해보험의 특성상 상당수의 농

가들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험 사업자에 충분한 보험 

수익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기 힘들다.(Quiggin et al., 1993) 

Chambers(1989)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가능성을 보험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정보 비대칭성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보험 가능성은 보험 사업의 

안착 및 확장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인 만큼 우리나라 농작물재

해보험 시장의 현상황을 공급, 수요, 정보 비대칭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1. 보험 가능성 검토

가) 보험 공급 측면

보험 운영사가 보험을 공급하는 데에는 행정적 비용을 비롯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 등 보험 공급 비용이 발생한다. 

Chambers(1989)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의 높은 보험 공급 비용은 보험 

운영사로 하여금 보험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자연재해로 인

한 생산 위험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발생 빈도 또한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건에 대해 동시에 막대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보험 운영사는 막대한 보험 공급 비용을 마주하게 된다. 

실제로 보험 운영사의 막대한 운영 손실은 보험 운영사의 손해율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보험 사업을 통한 손익은 보험 사업자가 수취한 위험

보험료와 농가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이며 그 비율은 손해율을 뜻한

다. 〈그림 7〉은 손해율과 해당 연도까지의 누적 값으로 산출한 누적 

손해율을 나타낸다. 손해율은 거대 재해 발생에 의한 급격한 변동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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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었다. 사업 초기인 2002년, 2003년 태풍 매미, 루사 등 거대 자

연재해로 손해율이 각각 433.4%, 290.8%까지 치솟음에 따라 누적 손해율

도 매우 큰 값을 나타냈다. 이후 2009년까지는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

지되면서 누적 손해율은 2006년 83.7%를 나타내어 사업 운영의 흑자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잇따라 손해율이 100%

를 상회했으며 특히 2012년엔 볼라벤, 산바 등 대형 태풍 피해로 손해율

이 376.5%에 달한 결과 2012년부터 사업 운영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그후 2015년에는 최저 수준의 손해율 19.6%를 기록하는 등 사업이 안정

화되는 모습을 보여 2015년을 기점으로 누적손해율은 100% 미만으로 떨

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손해율은 재차 상승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손해율이 111%인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운영은 현재 적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은 보험 운영사의 부실 경영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7〉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및 누적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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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Quiggin et al., 1993) 실제로 같은 농업재해보험

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손해율이 

큰 변동 없이 대체로 100% 미만을 유지해왔다.25) 이는 가축 피해가 자연

적 요인보다는 질병 폐사나 화재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

는 데서 비롯된다. 만일 보험 사업자가 신용 제한(credit rationing)이나 

높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는 보험 시장의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보험 공급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면서 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

해보험 사업예산은 2001년 23.4억 원에서 2020년 3,527억 원으로 약 151

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약 2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로 농작물재

해보험 예산이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

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농식품부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74%에 불과했으나 2020년엔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정책적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년 통상적인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외에도 정부는 거대 재해에 대

비한 안정적 보험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금 재원마련을 위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수

입, 이자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재보험금 및 자금

운영비로 운용한다. 시행 초기에는 기금의 조달은 정부출연금에 주로 의

존하였으나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재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율이 늘

25) 단, 가축재해보험은 2016년에는 손해율이 처음으로 100%를 상회했고 2018년에는 

156.1%에 이르는 등 손해율과 그 변동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후변화

의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밀식사육하는 가축의 폭염피해로 인한 보험

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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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 거대 재해가 발생 하지 않는 경우 조달 금액이 운용 금액

보다 많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차년도 거대 재해에 대비

한 여유자금으로 전액 운용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553억 원의 재

보험료를 조달하고 3,126억 원의 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재보험 손해율

(재보험금/재보험료×100)은 201.2%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 

특히 2012년 태풍 볼라벤, 산바 등 거대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357%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재보험금 2,606억 원이 지급되어 

보험 사업의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보험 수요 측면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8〉 농작물재해보험 예산과 농식품부 예산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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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1989)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구조상 보험 수요가 낮을 수밖

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보험 운영사는 운영비나 자금 조달 비용 등 보험 

공급에 있어 가파른 비용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 시 

보험료가 기대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며 농가들은 회계적 불공정성

(actuarial unfairness) 아래 평균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으로 인한 기대 손실보다 보험 운영사

에 위험을 전가함으로서 얻는 기대 이익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

해에 의한 농가 피해는 심도가 크지만 빈도가 낮아 통상적인 재해만 연

속되는 시기에는 농가의 보험 수요가 크지 않은 특성이 있다.(유지호, 

2011) 김창길 외(2015)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사

유를 `자연재해 발생을 체감하지 못함'과 `재배 품목의 특성상 자연재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총 28.8%로 나타나 상당수

의 농가가 평상시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농작물재배보험 시장에서 당해 연도 보험가

입률은 이전 연도 손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낮은 경우에는 하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가의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농가의 유동성 부족은 보험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즉, 구매력이 부족한 농가는 높은 보험료 

수준에서 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농작물재

해보험의 보험료율(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보험가입금액×100)은 이전 연

도 손해율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26) 〈그림 9〉에서 보듯이 2001

년 3.68%로 시작한 보험료율은 2002년과 2003년 잇달은 높은 손해율에 

의해 2005년 9.25%까지 치솟았다.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4년 간 지속된 높은 손해율로 2013년엔 7.55%까지 다시 상승했다. 이후 

손해율이 안정화됨에 따라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95%를 

나타냈다. 김창길 외(2015)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농

작물재해보험 미가입의 주된 이유가 `높은 보험료(24.3%)'인 것으로 나타

나는 등 농가는 실제 부담하는 높은 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26)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손해율이지만 이외에도 상품 변경, 표준 수

확량 조정, 보장범위 변경 등의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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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9년 평균 농가소득27)은 3,720만 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농림어가 제외)28) 5,158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품목인 논벼, 과수 농가의 2019년 연

평균 소득은 각각 3,024만 원, 3,527만 원으로 농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낮은 농가 구매력 대비 높은 보험료는 농가의 보험 수용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보험 수요가 낮은 이유로 보

험상품의 설계가 농가의 수요와 맞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이주연(2019)

은 감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가 감귤 품목의 낮은 가입률로 

이어졌던 점을 지적하였다. 감귤은 품목 특성상 낙과율이 낮은데 보장 

범위에 수확기 과실 품질 저하가 아닌 낙과 피해를 포함하였다. 실제로 

2016년 감귤 가입률은 0.1%에 불과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임의가입방식이자 정책보험이므로 보험 가입률은 곧 

27) 농가소득은 통계청「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였다. 

2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비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월평균 소

득 값인 4,298,584원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9〉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및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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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제도 혜택 정도를 의미한다. 2019년 기준으

로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두수는 284,785마리이며 93.3%의 가입률(보험가

입 마릿수/보험가입대상 마릿수)을 보이고 있다.29) 이에 반해 농작물재해

보험의 가입률은 다소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2019년 기준 여전히 30%대

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저조한 가입 실적은 보험 정책이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 실적은 벼 단일 품목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벼 품목을 제외하면 가입 실적은 더욱 저조해진다. 

2000년대 중반에 24.0%까지 상승했던 가입률은 2009년에 12.5%로 큰 폭

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부터 다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는 벼 품목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벼 품목이 도입된 2009년을 기준으

로 가입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초기에는 사과와 

배 등의 과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1년부

터 2008년까지는 과수의 가입 실적이 전체 가입 실적을 크게 좌우하였

다. 그러나 2009년에 벼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체 보험의 가입률 

수준은 벼 품목 가입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벼 품목은 대상

면적 및 가입면적이 다른 품목들보다도 월등히 넓다. 신규 품목으로 도

입된 2009년에 이미 전체 대상면적의 6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로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가입면적에 대한 비중 또한 2009

년 37%에서 점차 증가하였고 2016년엔 85.4%까지 상승했으며 2019년엔 

77.8%를 나타냈다. 실제로 〈그림 10〉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벼를 제외

한 나머지 품목에서의 가입률은 전체 가입률의 추세와는 다른 형태를 보

이고 있다. 2009년 벼 품목이 추가된 영향으로 가입률은 12.5%로 급감하

고 이후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벼 제외 가입률은 2011년까지 20%대의 

가입률을 유지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10%의 가입률에 머물러 있는 양

29) 가축재해보험의 주요 축종(한육우, 돼지, 닭)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해를 제외

하면 생산이 증가 추세인 반면 사육농가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김미복 외(2015)

는 축산 부문의 규모화와 함께 경영안정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높

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의 배경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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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인다. 2019년 기준 가입률에서도 벼 품목을 제외한 가입률은 

24.14%로 전체 가입률 39.3%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벼의 가입률은 전체 가입률과 유사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반해 벼와 함께 가입률이 높은 사과와 배의 경우 최근 가입률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배는 2014년 90.3%에서 2019년 46.6%로 꾸준

히 감소(연간 8.74%p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과는 다소 등락

을 반복했으나 2013년 90.2%에서 2019년 50.4%로 감소세(연간 6.6%p 감

소)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전체 보험가입률 상승은 벼의 가입률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률 편차도 극심하게 나타난다. 2019년 

기준, 전체 가입률(39.3%)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는 상품은 총 11개(사과, 

배, 벼, 유자, 가을감자, 밤, 당근, 월동무, 호박, 인삼, 시설참외)로 전체 

  주: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1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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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약 16%이다. 이중 당근과 호박은 가입률이 각각 89.3%, 85%로 

전체 가입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가입면적이 상대

적으로 큰 품목은 사과(50.4%), 배(46.6%), 벼(46.8%), 인삼(50.5%)에 해당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입률은 21.35%에 불과했다. 〈표 5〉

는 2019년 기준 가입률과 도입 기간별 상품을 나타내는데 전체의 35%에 

달하는 24개 상품에서 가입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입률이 5% 미만인 상품도 전체의 16%인 11개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낮

은 품목 중에선 도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도 7개에 달했으며 특히 포

도는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가입률은 최초 가입률 5.7%

에서 소폭 상승한 6.4%에 그쳤다. 

정부는 농가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년 순보험료 50%를 지원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시·도 혹은 시·군·

구 단위의 보험료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료 지원 제도는 보험 수

도입 기간/가입률 5% 이상~10% 미만 5% 미만

5년 미만

5상품 4상품

(과수) 무화과, (식량) 밀, 

(채소) 고랭지무, (특작) 새

송이버섯, (시설) 미나리

(식량) 조사료용 벼,  사료

용 옥수수, (임산물) 오미

자, (채소) 쪽파

5년 이상

~ 10년 미만

2상품 6상품

(특작) 차, (시설) 시금치 (임산물) 복분자, 표고버섯, 

(특작) 느타리버섯, 오디, 

(시설) 파, 백합

10년 이상

6상품 1상품

(과수) 떫은감, 매실, 참다

래, 포도, (식량) 고구마, 

옥수수

(식량) 고랭지감자

주 1)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2) 2019년 62개 품목(69개 상품) 기준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표 5〉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도입 기간 및 가입률



- 36 -

요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Garrido and Zilberman(2008)은 정

부의 보험료 보조가 농가의 보험 가입 동기를 높이게 된다는 비교정태적 

결과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보험 상품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현장 수요 및 지역별 피해양상을 반영하는 보험상품개

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입 지역, 보장기간, 대상 재해의 

확대, 표준가격 및 보험판매기간 현실화, 보험 상품 개발 등 상품 개선

을 단행하였다. 실제로 감귤 상품은 2017년 상품개선협의회를 통해 품질 

피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 가입률은 2016년 

0.1%에서 2019년 28.52%로 급등하였다. 한편, 소농의 가입유인 증대를 

위해 보험가입 최소기준을 완화하고 보장 비율에 따른 정부지원율을 차

등화하기도 했다.30)  

다) 정보 비대칭성 측면

Chambers(1989)는 보험 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은 시장실

패로 이어져 보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책보험의 특성상 불량물건에 대한 인수거절 및 

제한 등에 한계가 있으며 민원에 따른 보상위주의 손해사정으로 정보 비

대칭성에 의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이경룡·유지호, 2007) 

실제로 초기 한국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성 관련하여 

보험 가능성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2001년 보험 제도 도입과 함께 재

보험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손해율 433.5%의 대규모 손실을 경험하였고, 결국 2003년부터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초기에는 요율 할인·할증폭 제한 등 역선택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였고 큰 폭의 영업적자는 민영 보험사의 사업 지속성을 악

30) 이외에도 손해평가의 현실화·공정성를 위해 감수량산정방식 변경 등, 심도피해

인정기준 변경 등의 상품개선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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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게 된 것이다.(이경룡·유지호, 2007) 이후 2005년 국가재보험 제

도가 도입되고 다양한 제도개선31)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영 보험사들의 

재보험 시장 참여가 재개되었다. 

현재의 보험료 정률지원 정책은 역선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현재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대부분 50% 정도로 일률적이기 

때문에 농가는 정부 지원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보장수준의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역선택을 심화시킬 수 있다.(Makki and 

Somwaru, 2001; 김미복 외, 2015) 2015년부터는 벼와 과수 4종(배，단

감，사과，떫은감)에 한해 보장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을 차등화하는 방

식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벼의 경우 보장 수준 60%와 70%에 대해 각각 

보조율 60%와 55%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보장수준(80%, 85%, 

90%)에 대해서는 50%의 일률적인 보조를 하고 있다. 과수 4종에 대해선 

보장수준 70%와 80%에 대해 각각 보조율 60%, 50%를 적용하고 있고 그 

이상의 보장 수준(85%, 90%)에 대해선 40%의 보조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2019)은 보장수준 감소폭에 비해 지원비율의 상향폭이 적

어 제도 개편의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그림 11〉은 보험가입면적 및 금액 측면에서 주요 품목인 사과, 배, 

벼의 도 단위(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별 보험료율 증가율(가로축)과 

보험가입금액 비중 증가율(세로축)을 비교한 것이다. 벼 품목이 2009년에 

도입되었고 증가율 데이터이므로 세 품목에 대해 2010년부터 도 단위 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보험료율은 도 단위 보험가입금액 대비 순보험료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적인 보험료율을 의미

한다. 보험가입금액 비중은 해당 연도 및 품목의 전체 보험가입금액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그 증감 정도는 해당 지역의 보험

가입 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의 증가율이 아

닌 비중의 증가율을 봄으로써 보험 시행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가입금

31) 제도 개선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행되었다.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2005년 기존 요율 50.6% 인상)하였고 경험실적에 

따른 요율 할인·할증을 확대하였다. 또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손해평

가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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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과 상품

(2) 배 상품

(3) 벼 상품

  주 1) 농업시설 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2) 벼 상품이 도입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 이용

  자료: 농업재해보험연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림 11〉 지역별 보험료율 증가율과 보험가입금액 비중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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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만약 보험료율이 

위험률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보험료율과 보험가입 의사의 상관성은 적을 

것이다. 반대로 보험료율이 위험률이 과소(과다) 반영한다면 양(음)의 상

관성을 나타낼 것이고 이는 보험시장에 역선택(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김태균 외, 2003) 〈그림 11〉에서 보듯이 사과, 배 품

목의 상관계수는 각각 0.53, 0.28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쌀 품목의 경우 상관계수는 –0.03으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역선택의 가능성은 사과, 배 상품 시

장에서 나타났으며 쌀 상품 시장에선 위험수준에 대해 보험료율로 적절

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2)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의 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보험료율 체계에서 기초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할인·할증 제도이

다. 할인·할증 제도는 과거 손해율, 재해 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요율산정방식

(experience rating plan)으로 구축된다. 즉, 과거 사고경험이 보험 사업자

와 보험 가입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를 포함한다고 가정하여 이를 보험

료율 산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의 특성상 할인·할증

제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다. 자연재해와 같은 체계적 

위험에 의한 손실은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단순히 과거 보상 정도에 

따라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32) 〈그림 11〉은 보험 가입 의사에 대한 보험 가격의 한계 효과를 분석한 반면, 

김태균 외(2003)는 지역별 보험료율과 보험 가입률을 이용하여 보험 가격과 보험 

가입 의사 간의 관계를 직접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도 단위 자료

를 이용한 〈그림 11〉과 달리, 김태균 외(2003)는 실제 지역요율 적용 단위인 

시·군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역선택에 대한 실

증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접근은 실제 개별 농가의 의

사결정 구조와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농가 단위의 역선택을 실증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즉, 지역 단위 집계 데이터를 이용한 보험가입 분석은 지역 내 

존재하는 농가 단위 위험의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Just a

nd Calv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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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할인·할증제도는 보험 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

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정원호, 2014) 우선, 할인·할증제도는 역선

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재해에 의한 위험률이 높은 지역·농가에 

대해서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반대로 재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거나 소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농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33) 과거 사고 경험을 할인·할증에 이용할 

경우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역선택에 의

한 정보 비대칭성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Boyer and Dionne, 1989) 다

음으로 할인·할증제도는 사고 경험이 적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

인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Arnott, 1992) 손해율이 낮은 농가의 영농활동 및 방재활동

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고 요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재해 피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 계약자는 추후 보험료의 할인을 위해 단기적

인 위험관리 및 재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재해예방활동의 

한계편익을 높이게 되어 보험 가입자의 미래 손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경환 외(2010)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농작물재해보

험 가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할인·할증 제도가 정보 비대칭성 문제 완

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요인 분

석 결과 보험 가입자의 과거 손해율 변수와 보험금 지급 여부 변수는 음

(-)의 인과 관계로 나타났다.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

상된 가입자들은 단기적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보

험금 지급 감소라는 도덕적 해이 효과의 완화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과

거 손해율 증가에 의한 보험료의 인상이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낮은 보

장 수준을 선택하게 하여 보험금 지급 감소로 나타난 경우엔 역선택 효

과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평년수확량은 적정한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여하여 역선택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우대형, 2019) 표준수확량은 가입품목의 품종, 수

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표준적인 수확량이다. 보험 사업자는 보

33) Skees and Reed(1986)는 농가들 간 생산의 분산이 같다면 높은 평균 수확량을 

기록하는 농가에 낮은 요율을 부과하는 요율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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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처음 가입하는 농가의 수확량을 알 수 없으므로 표준수확량을 적용

하게 된다. 한편 평년수확량은 가입 연도 직전 5년 동안의 보험가입실적 

수확량 자료와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수확량을 보험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며 피해율 산정 시 기준이 된다. 농가의 보험 가입 

연차가 늘어날수록 농지의 실제 수확량 데이터를 축적되고 이에 따라 평

년수확량은 최초 산출된 표준수확량의 오류를 순차적으로 수정해나가게 

된다. 따라서 평년수확량을 바탕으로 결정된 가입수확량34)에 가입가격을 

곱한 보험가입금액35)은 해당 농가의 평균적인 실제 수확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룡·유지호, 2007)36)

마지막으로, 자기부담 제도 및 미보상감수량 제도37)는 소(小)손해면책

으로 위험보험료의 인상을 완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

다.(임윤택, 2019) 소손해를 모두 보장한다면 보험 가입자는 모든 피해를 

접수하게 되고 보험금 및 손해조사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순보험료 

및 영업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농가의 

부담이 가중된다. 자기부담 제도 및 미보상감수량 제도는 일정 수준 이

하의 소손해를 면책함으로써 요율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34) 농작물재해보험의 계약 절차상 우선 보험 가입자는 평년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

에서 자율적으로 가입수확량을 결정하게 된다. 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의 신청

건에 대해 실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필요한 경우 감액 조치를 통해 보험가입금액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보험 운영사의 감액 조치는 역선택 방지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손해가능성이 높은 보험 계약자가 초과보험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Pauly(1974)는 이에 입각하여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을 제안하였는데 한국 농작물재해보험에서도 벼와 맥류 품목에서 `평년 수확

량 초과가입 시 할증률'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35) 7개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의 특정 과수 품목의 경우

에는 매년 보험 가입 시 기존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한 후 적

과후착과수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보험가입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36) 평년수확량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농가는 낮은 

수확량으로 기대 보험금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다음 보험계

약 시 낮은 평년수확량으로 이어져 보험가입금액과 기대 보험금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농가의 도덕적 해이의 유인은 평년수확량 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 감소하

게 되는 것이다.

37) 미보상 감수량은 손해평가 시 자연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즉, 병충해,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농가의 영농활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손해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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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자기부담 제도 및 미보상감수량 제도는 보험 가입자에게 위

험의 일부를 전가시킴으로써 재해예방노력에 대한 한계편익을 증가시키

는 효과가 있다.(김성섭, 2017) 만일 보험 가입자가 위험을 전혀 공유하

지 않는다면 자연재해의 피해에 대비한 방재 활동의 해태를 조장하게 된

다. 그러나 손해율이 자기부담 및 미보상감수량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손실 전부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도 아

니기 때문에 재해예방노력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Chambers(1989)는 혼합 준선형 형태(mixed quasi-linear form)의 보험금 

모형에서 최적의 보험금 설계는 자기부담수준을 갖는 것을 보였다. 즉,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험은 농가가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적절한 공제 수준(deductibles)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의 할인·할증 요율 체계, 평년수확량, 자기부담 및 

미보상감수량 등의 제도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도입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본래의 도

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으로도 작용하고 있거나 정책 대상인 

농가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체계에서는 개인의 사고발생뿐만 아

니라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사고발생도 보험료율 할인·할증에 영향을 

미친다.38) 이전 연도 보험료율을 토대로 시군별 조정률을 반영하고, 개

인별 할인·할증률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중 개인별 할인·할증률은 

요율을 미세 조정하는 역할이며 보험료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보험가

입금액과 지역별 요율이다. 만일 보험가입금액이 유사하다면 지역별 요

율의 격차가 곧 보험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

험 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설정함에 있어 관측 가능한 요인을 바탕으로 기

38) 지역별 요율체계는 요율체계 운영의 법적 기준이기도 하다. 「농어업재해보험

법」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에 의하면, 농어업재해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 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자연재해 관련 다른 보험의 경우에도 지역 단위로 요율 산출을 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종에 따라 권역(12권역, 23권역) 구분을 두며, 풍수해보험

은 시·군·구 단위로 지역 구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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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손실이 유사한 집단을 판별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지역 내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위험도가 동질적

이라고 보고 지역별 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 운영사가 

보험 가입자들이 해당 지역의 위험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위험 

수준 평가에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김태균 외, 2003)

현행 보험료율 체계하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이던 보험료율 

격차가 보험사업기간이 축적됨에 따라 지역별 요율 조정으로 크게 증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보험 품목의 최초 도입 시 경험통계가 없는 경우 행

정통계나 기존 유사작물의 통계 등을 이용하여 요율을 산출한다. 일반적

으로 도 단위 위험률에 기초하게 되므로 최초 산출 시에는 도 단위 지역 

내 요율 차이는 한정적이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 걸쳐 재배되는 품목의 

경우 지역별로 재해 발생의 빈도 및 규모의 격차가 크므로 보험료율의 

차이 또한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서로 유사한 요율과 

손해율을 보이는 지역들일지라도 지역별 통계 축적 기간 및 신뢰도 차이

로 인해 최종적인 보험료율의 격차가 극심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자연

재해 발생 범위와 행정구역의 범위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이는 농가의 실제 위험률과 지역 단위 요율의 괴리로 나타나고 결국 불

합리하고 불공정한 지역 보험료율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접 

지역 간 할인·할증 적용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농업 현장에서는 보험

료율의 지역 격차를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임소영 외, 

2018)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도 동일 시·

군 내에 속한 일부 읍·면의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의 보험 가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험지역에서 위험률이 낮은 가입자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반면 

위험률이 높은 가입자의 가입률만 높아진다면 보험 시장에 역선택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김태균 외, 2003; 김성섭, 2017) 실제로 임소영 외

(2018)의 분석에 따르면 인접 지역 간 요율 격차는 매우 극심한 편이다. 

2018년 기준, 도 단위의 지역 내 최대 요율 격차는 사과의 경우 56.4배

(강원도), 배의 경우 9.1배(서울·경기), 벼의 경우 13배(충청남도)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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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최소 격차 또한 각각 2~3배에 달하여 보험료율은 도별로 균질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지역 단위의 보험료율 체계의 

문제는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Skees and Reed(1986)는 

다른 평균 생산량을 보이는 농가들에 동일한 지역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농가 생산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가 모두 동일한 경우

에만 정당화됨을 보여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

게 됨을 보였다. Just et al.(1999)은 지역 단위 손해 경험에 기반을 둔 할

인·할증 시스템이 저위험 농가의 보험 가입 의향을 낮춘다고 보았고 큰 

폭의 영업손실과 낮은 가입률을 나타내는 배경이 된다고 보았다. 

둘째, 현재 평년수확량 산정 방식은 농가의 실제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금액과 손해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므로 보험료 및 보험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평년수확량이 과다하게 산정될 경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피해 발생 시 기대 보험금 또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농가에 의

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평년수확량

이 과소하게 산정될 경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감소하고 피해 발생 시 

기대 보험금도 감소한다. 이는 저위험 농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

는 데 있어 농가별로 적정 수준의 평년수확량을 산출하는 것은 선결되어

야 할 작업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평년수확량은 최근 5년 간의 농가 실수확량과 표

준수확량을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농가 수확량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농가의 평균 

생산 수준과 변동성이 모두 반영되므로 보장수준 결정에서도 농가의 생

산 변동성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Skees and Reed, 1986) Goodwin(1994)

은 농가 생산 변동성에 대한 농가 평균 생산량의 설명력은 낮은 것을 보

여주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평년수확량 산출에 농가의 

평균 생산량 수준만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평년수확량 산

정에 있어 농가의 생산 경향성(yield trend) 또한 반영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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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es and Reed(1986)는 개별 농가의 연도별 생산 경향성을 고려하지 않

으면 평년수확량이 실제 평균 생산성을 낮춰 반영하고 이는 보험가입금

액 및 기대 보험금 수준을 재차 낮추어 농가의 보험가입 유인을 감소시

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39)

셋째, 자기부담금 제도의 강한 제약과 엄격한 미보상감수량 제도는 역

선택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보장 비율을 다양화함으로써 무사고 농가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자기부담비율이 10%에서 최

대 40%까지 달하다 보니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보상이 어려워 

보험에 대한 실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는 자기부담비율 선택에 대한 제약 조건을 두고 있다. 일정한 손해율을 

위해선 생산 변동성이 큰 농가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비율을 선

택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경룡·유지호, 2007) 그러나 자기부담비율 

선택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강한 편이어서 낮은 자기부담비율은 최근 

손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벼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 비율이 낮은 10%와 15%에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10%는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이하인 경우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고, 15%는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선택이 가능하다.  

미보상비율은 병충해,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보상 재해 이외의 일반적

인 영농활동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보상금 산정 시 감수량에서 5~20%를 제외하게 된다. 「손해평가업무 방

법서」에서는 〈표 6〉과 같이 농작물재해보험 미보상 비율 적용표와 대

상을 제시하고 있다.(황덕연, 2018) 감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39) 이외에도 김성섭(2017)은 손해 발생 시 경험실적에 따른 할증과 표준수확량 감

소로 인한 할증 요소가 중복으로 반영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재해가 발생한 경

우 농가의 표준수확량 및 보험가입금액은 감소한다. 결국 농가는 이전과 같은 자

기부담 수준을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기부담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보험료율

의 적용은 높아진 실질적인 자기부담비율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증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개인의 위험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산출에 중복적인 할증이 적용될 경우 농가의 보험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야기하고 역선택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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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외의 원인을 `제초 상태'，`병해충 상태',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타'는 `영농기술 부족, 영농상 실수 및 단순 생리장애 등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정의되어 있다. 문제는 보험 상품에서는 

보장하는 손해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

'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

보상 비율의 `해당 없음' 조건은 `제초 상태'와 `병해충 상태'의 경우 잡

초 또는 병해충이 `농지 면적 20% 미만으로 분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

지만 `기타'의 경우 `위 사유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로 엄격하게 규정됨으로써 불공정한 손해평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농

가들이 불공정한 손해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감수량을 전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지적한 점을 고려할 때(최경환 외, 2010), 모호하고 엄격한 미

보상비율 적용 기준은 농가의 보험가입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행 

자기부담금과 미보상 비율 구조 아래에서는 보험 상품의 보장 수준은 매

우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장은 보험의 순기능

인 위험감소효과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Ramaswami, 1993) 역선

택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Quiggin et al, 1993)

상태 구분
원인 유형

제초 상태 병해충 상태 기타

해당 없음 0% 0% 0%

미홉 10% 이내 10% 이내 10% 이내

불량 20% 이내 20% 이내 20% 이내

아주 불량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감자 제외 전 품목

출처:  황덕연(2018) 자료 재편집

〈표 6〉 농작물재해보험 미보상 비을 적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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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보 비대칭성 문제 실증의 필요성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특성상 높은 공급 비용이 발생해 사업의 손해율

이 높은 문제가 있다. 또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용

성도 낮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농작물재

해보험 사업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

가재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

으며 매년 재해보험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보험 수요 측면에서도 

보험상품개선협의회를 운영하며 가입 유인 증대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

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험실적에 근거한 요율체계가 일반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하기도 하였다. 우량 조건 

및 무사고에 대한 할인 확대를 통해 우량 농가의 가입 유인을 증대시키

고자 하였고 할증률 감소를 통해 그 범위를 비우량 농가까지 확대하였

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은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본래의 도입 취지를 달

성하는 데 큰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거나 정책 대상인 농가들로부터 지

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련 

제도적 점검이 선행되지 않은 채 보험 사업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만 중

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정보 비

대칭성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 가

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에서 역선택 문

제는 낮은 보험가입률과 높은 손해율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Goodwin, 1993) 도덕적 해이 또한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높은 손

해율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강수진

(2018)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 사회적 후생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결론

을 도출했으나 이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가의 생산이 증가한다는 가정

에 의존한다. 만일 도덕적 해이 효과로 인해 농가의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이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보험금 

및 정부 재정 지출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적인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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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한 실증은 향후 보험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선결돼야 할 작업이다. 즉,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 정보 비대

칭성 문제의 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한다면 저위험 농가의 보험이탈

을 방지하고 가입 이후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에 정책의 주

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효과의 정도에 따

라 둘 중 어떤 문제의 해결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통계자료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농가 단위의 행위를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효과

를 실증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4.1. 국내외 선행연구

해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연방작물보험공사(the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의 연방작물보험(MPCI, Multiple Peril Crop 

Insurance)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역선택 실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농

가의 평균 생산성과 생산 변동성, 또는 손해 위험 간의 관계 분석에 중

점을 두었다.(Knight and Coble, 1997) Skees and Reed(1986)는 northern 

Illinois 와 western Kentucky의 표본 농가들의 12개년 이상의 시계열 데

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생산 분포에 대한 정규성 가정 아래 기대 손실과 

이론적 보험료율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평균 생산을 보이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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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에게 동일한 지역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지역 내 변이계수가 동일하

다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농가의 생산 경향성

을 반영하지 않으면 평년수확량 산출에 하향 편의가 발생하여 농가의 보

험 가입 유인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Goodwin(1994)은 Kansas의 

밀, 옥수수, 수수,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10년 생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농가의 생산 실적에 기반을 둔 경험요율을 산출하였다. 비슷한 수준

의 평균 생산성을 갖는 농가에 대해 연방작물보험 참여 농가의 경험요율

이 비참여 농가에 비해 높은 것을 역선택의 존재 근거로 보았으며, 평균 

생산성만을 반영한 요율체계는 보험풀에 역선택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

다고 보았다. Just and Calvin(1994)은 개별 농가 생산의 주관적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1988년 농가비용수익조사(Farm Cost and 

Returns Survey, FCRS)에 대한 후속 면접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의 연방작물보험 가입이 농가의 주관적 평균 생산성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여 역선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한편 농가의 생산 변동성에 

대한 표준생산량이나 보험료의 설명력은 낮았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보

험가입자의 손해발생률과 기대 보험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선택이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Smith and Baquet(1996)는 농

가의 보험 가입과 보장 수준에 대한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첫째 단계에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 결정 여부를 둘째 단계에서

는 농가의 보장수준 결정을 반영하는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이용하

였다.  Goodwin(1993)의 방법을 따라, 보험료율과 농가 단위의 변이계수

의 교차항을 통해 보험가입으로 양(+)의 이득, 음(-)의 이득을 얻고 있는 

집단 사이의 보장수준에 대한 가격(보험료) 탄력성의 구조적 차이를 반

영하고자 하였다. 1990년 연방작물보험에 가입한 Montana 밀 생산 농가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양(+)의 이득 집단

의 탄력성은 줄어들었고, 음(-)의 이득 집단의 탄력성은 늘어났으며 이를 

역선택 존재의 근거로 보았다. Just et al. (1999)는 연방작물보험 참여의 

유인(incentive)를 보험가입의 위험감소 효과로 인한 위험회피 유인

(risk-aversion incentive)과 회계적 유인과 정보 비대칭성 유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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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대 수입 유인(expected revenue incentive)으로 분해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생산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Just and Calvin(1994)의 이

용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자의 정보 비대칭성 유인이 비가입

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보험시장에 역선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 보험가입자는 비가입자와는 달리 보험가입으로 양(+) 기대 수입을 얻

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Makki and Somwaru(2001)는 Iowa 주의 1997

년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역선

택 문제를 다루었다. 비모수 검정 결과 보험 상품 및 보장 수준의 선택

과 손실 위험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보험(GRP, 

Group Risk Plan)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서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역선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한편 해외 선행연구들은 보험 가능성(insurability)과 농가 투입요소 사

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를 조명하였다.(Knight and Coble, 1997) 

Chambers(1989)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중손실을 발생시키고 

기대효용프론티어를 이동시킴으로써 보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보였다. 

보험가입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 해결을 위해선 위험공유의 유인

과 계약 농가로 하여금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유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보 비대칭성하에서의 적절한 보험금 지급 모델을 제

시하였다. Ramaswami(1993)는 일반적인 농작물 보험 계약하에서의 생산

자의 최적 투입요소 결정과 생산 모형을 제시하였다. 농작물 보험 가입

의 효과를 위험감소 효과와 도덕적 해이 효과로 나누었고,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에 따라 도덕적 해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Horowitz and Lichtenberg(1993)는 보장수준 확대에 따른 농업 투입요소

의 한계적 효과를 보여주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Ramaswami(1993)와 

마찬가지로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중서부 지역 10개 주의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방

작물보험 가입은 비료와 제초제 사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근거로 비료와 제초제가 위험 증가적 투입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Smith and Goodwin(1996)는 보험 가입과 투입요소 결정의 재귀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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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sive structure)를 가정한 Horowitz and Lichtenberg(1993)의 접근을 

문제 삼고 실제 농가의 영농 관행을 근거로 보험 가입과 투입요소 결정

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991년 Kansas의 비관개 밀 생산 농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시결정 모형을 추정하였고 연방작물보험 가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동기가 농가의 총 화학물질 투입량에 음(-)의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Babcock and Hennessy (1996)는 수확량 및 수

입보장보험이 질소 비료의 최적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Iowa의 5년 간의 옥수수 재배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옥수수 생산의 분

포를 추정하였고 일반적인 사용범위 안에서 질소 비료는 위험 감소적인 

특성이 있음을 보였다. 보험 가입 혹은 보장수준 확대에 따라 기대효용

을 극대화하는 최적 질소 비료량은 감소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

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높은 보장수준에서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극심

해진다고 하였다. Quiggin et al.(1993)은 이전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농업 

화학물이 아닌 다른 투입요소들과 생산량에 모두에 대해서 정보 비대칭

성 효과를 실증하였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변수를 포함하는 승법

(multiplicative) 모형과 이와 관련된 비교정태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

슷한 조건하에서 보험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비가입자에 비해 생산량이 적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8년 FCRS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과 투입요

소 결정의 연립모형을 추정한 결과, 보험가입은 생산량과 투입요소를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보 비대칭성의 근거로 설명하였다. 

Roberts et al.(2006)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의 방대한 보험자료를 이용

하여 농작물 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확량

에 대해 농가 특정적 고정효과와 연도 및 지역 특정적 고정효과를 고려

한 이중차분법(DID) 접근법을 택하였다. 분석 결과 Texas 주의 밀과 콩

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평균 생산성과 변동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근거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연구로서 김태균(1999)은 농업재해보험 실시 전에 보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역선택 문제의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기대효용

(expected utility) 극대화의 가정 아래, 생산자선호모형을 도입하였고, 수



- 52 -

확량의 분포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들을 도입하였다. 1999년 경상북

도과 충청북도의 사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 보험료율

에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여 역선택 존재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김태균 외(2003)

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유형을 지역별，농가

별，필지(과수원)별로 구분한 후，이들에 대한 역선택 존재의 가능성을 

살폈다. 이중 지역별 역선택에 대해서는 2002년과 2003년의 지역별 보험

료율과 지역별 보험가입률의 상관계수가 0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역선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농가별 역선택에 대해서는 김태균

(1999)과 같은 생산자선호모형을 도입하고 2003년도 사과재배농가 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김태균(1999)과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냈

다. 이경룡·유지호(2007)는 예상기대손해를 극대화하는 농가일수록 고위

험가입자로 보았으며 고위험가입자는 실수확량을 낮추고 보장수준을 높

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액을 기준으로 

농가의 위험 수준을 판별하였다. 또 보험료 상승에도 보험 가입금액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려고 하는 계약자는 고위험 보험계약자

로 보고 보험 운영사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여부를 종속변수이자 역

선택의 근거로 보았다. 사과 품목의 2005년과 2006년 전체 보험계약자료

를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고위험과 저위험 가입자간 오즈비

가 높게 나타나 역선택의 위험이 확인되었다. 또 단위 면적당 생산액과 

손해빈도가 역선택 가능성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유지호(2011)는 이경

룡·유지호(2007)와 같은 보험가입금액 감액 여부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변수와 보험인센티브 변수의 조건부 독립성을 검정

을 통해 역선택을 실증하였다. 사과품목의 2006년부터 2009년 보험계약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모수 및 비모수 검정에서 모두 변수간 상

관관계가 모두 인정되어 역선택 존재한다고 하였다. 김태균 외(2004)는 

국내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처음으로 실증하였다. 

2003년도 사과재배농가 면접조사 데이터로 Horowitz and 

Lichtenberg(1993)의 접근법에 따라 보험 가입 결정과 재해예방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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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2단계 추정을 실시하였다. 보험가입 농가는 비가입 농가에 비해 

더 적은 양의 재해예방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

았다. 최경환 외(2010)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

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농가를 대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실

증하였다. 보험 재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짓 분

석 결과, 예상 기대손해 극대화를 위해 단위 면적당 보험 가입금액을 적

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실제 위험률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게 설정

된 고위험 농가들의 보험 재가입이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지

급 여부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는 경험요율 제도가 도덕적 해이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덕적 해이의 학습효과 또한 발견되었

다. 이주관·정진화(2014)는「농가경제조사」2008년〜201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논벼농가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합동로짓모형과 합동토빗모형 각각에서 보험가입 경

험이나 피해보상 경험이 있는 고위험 농가의 보험가입률과 보험료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선택이 발생함을 보였다. 한편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단위면적당 보험료가 높

을수록 농가의 재해방지 노동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도덕적 해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 실증에 대한 접근법과 분석 데이터 등 몇 가

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의 역선택 문제를 다루고 있다. 

Makki and Somwaru(2001)는 보험 가입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 선

택과 보장 수준 선택에서의 역선택 문제를 다루었다. 이경룡·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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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와 유지호(2011) 또한 보험가입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 가입 

단계의 역선택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보험가입농

가와 비가입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처치

(treatment)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개별 농가의 위험 변수에 근거

하여 역선택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역선택은 보험료율이 개인의 위험도

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로 역선택 실증은 개별 농가의 위험을 나타내는 

변수에 근거해야 한다. 최경환 외(2010)는 `단위면적당 보험가입금액'을 

농가 위험 변수로 이용하였으나 이는 농가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

로 개별 농가의 위험만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단위면적당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 재가입과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도 생산성이 높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분

석 결과가 역선택의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경룡·유지호

(2007)의 `보험가입금액 감액 여부' 변수는 위험 농가들의 보험가입 적극

성 및 발견된 역선택 시도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자체로 보험 시장

에 역선택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험 사업자에 의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 단위면적당 생산액과 손해빈도 변수 등 위험 요인

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료율로 적절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관·정진화(2014)에서 `이전 연도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금 수령 

여부' 변수 모두는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료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

나 이 또한 역선택의 근거로 보긴 어렵다. 분석 결과는 단지 이전 연도

에 보험을 가입했거나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며, 전년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경험요율 제도로 인해 보험료 상승

으로 이어진다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도덕적 해이 실증에 대해서 본 연구는 기대효용 극대화 원칙에 

근거한 최적 투입요소 관계식을 이용하여 투입요소에 대한 위험 특성과 

농가의 위험 선호도를 반영하였다.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이론적 모형

(Ramaswami, 1993; Horowitz and Lichtenberg, 1993; Quigg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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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에 의하면, 도덕적 해이의 효과는 투입요소에 대한 위험 특성과 농

가의 위험 선호도 모두에 의존한다. 이전 선행연구들은 투입요소 혹은 

수입에 대한 원함수 접근법을 취하여 투입요소에 대한 위험 특성과 농가

의 위험 선호도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JP 함수와 

기대효용 극대화 원칙에 근거한 최적 투입요소 관계식을 이용하여 둘 모

두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넷째, 농가 투입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Horowitz and Lichtenberg(1993)과 Smith and Goodwin(1996)는 비

료나 제초제와 같은 화학 투입물만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의 효과를 조

명하였다. 한편, 김태균 외(2004), 이주관·정진화(2014)는 재해예방 노동

력 수준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재해예방 노동력 투입은 재해예방에 대한 

대리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김태균 외(2004)는 기술수

준이 높은 경영주는 재해예방 노동력 투입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

하였는데 이는 경영주의 재배연수가 길거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방제기술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해당 연구에서 보험 

가입 모형의 오차항과 노동력 투입 모형의 오차항 간에는 양(+)의 상관

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보험가입의사가 높을수록 재해방지 노동력 

투입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예방 노동력은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정보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극심할 떈 보험 계약자의 

피해 예방 활동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Horowitz 

and Lichtenberg, 1993) 실제로 이주관·정진화(2014)에서도 재해방지노

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분석 대상을 논벼 농가로만 한

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Quiggin et al.(1993)과 같이 화학 투입물, 노동 

투입 등 농가 투입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의 효과를 실증한

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분석했으며, 보험 가입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개별 효과를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별개의 모형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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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ggin et al.(1993)은 비록 두 문제를 한 시스템 내에서 모두 고려하였

으나 복합적인 효과만 확인했을 뿐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지는 못했다. 

한편, Roberts et al.(2006)는 도덕적 해이 효과에 보험 가입에 대한 내생

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연구의 한계로 언급하였다. 보험료가 과거 수

확량에 기초하기 때문에 농가는 평년보다 작황이 좋은 시기에 보험에 가

입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주관·정진화(2014)와 같이 보험 가입 및 비

가입 농가 모두를 포함하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일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개별 농가의 과거 정보가 보험 가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5. 내용 전개 및 구성

본 연구는 보험가입 및 생산결정에 대한 농가의 행위 분석을 통해 정

보 비대칭성을 실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재해보험 제도하에서 농

가는 우선 보험 가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후 농가는 생산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일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농가는 보

험금을 생산 결정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즉, 농가는 생산이 보험금과 

갖는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농가는 생산 과

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농가의 태도 또한 반

영된다. 따라서 재해보험 제도하에서 농가의 최적 생산결정은 농가의 보

험가입 결정, 생산기술 특성, 생산과 보험금과의 관계, 농가의 위험 태도

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한 모형 내에서 동시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각을 단계적으로 추정하는 절차

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보험 가입 결정을 설명하는 보험 가입 

모형, 농가의 생산기술 특성을 설명하는 수입-지출 모형, 농가의 생산과 

지급 보험금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험금 모형, 농가의 위험선호 구조

를 보여주는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을 순차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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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과 생산 결정에 대한 농가의 행위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 즉 역

선택 효과와 도덕적 해이 효과를 포함한다. 역선택은 보험 가입 이전 단

계에서의 농가와 보험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

서 역선택의 평균 수입·수입 변동성, 기대 보험금 효과에 대한 실증은 

농가의 보험 가입 모형부터 보험금 모형까지의 농가 행위에서 이루어진

다. 한편,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이후 단계에서의 농가와 보험 사업

자 간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의 평균 수

입·수입 변동성, 최적 투입요소 수준 효과에 대한 실증은 수입-지출 모

형에서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까지의 농가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비대칭성 실증을 위해 모형을 총 4단계에 걸쳐 추

정한다. 개별 모형에 대한 설명과 정보 비대칭성 실증 방법은 2장에서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분석 데이터와 모형 내 활용 변수에 대해 설명했으

며 이를 이용한 모형 추정과 결과 해석은 4장에서 다루었다. 5장에선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 및 추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농가 행위 추정 모형
정보 비대칭성 실증

역선택 효과 도덕적 해이 효과

1단계 보험 가입 결정 보험 가입 모형
평균 수입, 

수입 변동성 효과
2단계

생산 결정

수입-지출 모형
평균 수입, 

수입 변동성 효과

3단계 보험금 모형 기대 보험금 효과
최적 투입요소 

수준 효과4단계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

〈표 7〉 연구의 추정 모형 및 정보 비대칭성 실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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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석 모형

1. 보험 및 농가 이윤 구조

     

     
 × max    

(1)

식 (1)에서 보듯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농가의 이윤

()은 비가입 농가의 이윤()과 다르게 나타난다. 와 는 각각 생산

물의 단위당 수확기 가격과 생산량을 나타내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확률변수이다. 생산비 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며, 따라서 소득의 위험은 수입의 위험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는 가입가격, 는 평년수확량이며 가입비율 ∈  를 포함한 보험

가입금액은 
가 된다. 은 피해율, 는 자기부담비율이며 

 ×

max 은 보험금을 뜻한다. 한편 농가 부담 보험료(premium)  


  은 농가의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에

서 정부 보조금( )만큼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한다. 보험 비가입 농가

의 이윤은 단순히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값인 반면, 보험 가입 농가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값에 순보험금(보험금-보험료)을 더한 

값이다.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이하일 경우( ≤ ) 보험 가입 농가는 보

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윤은      이 된다. 반대로 피

해율이 자기부담비율보다 높은 경우(  ) 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만큼 제외한 비율()에 보험가입금액 
을 곱한 금액

을 보험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 농가의 이윤은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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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감소보험금   

   

수입감소보험금   





  min    

(2)

피해율의 경우 식 (2)와 같이 수확감소보험금40)과 수입감소보험금은 

산정되는 방식이 다르다.41)  는 미보상감수량을 뜻하며 수확감소보험

금의 경우 피해율은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

량'으로 계산된다. 수입감소보험금은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율은 `(기준수입 –실제수입) ÷ 기준수입'으로 계산된다. 기

준수입은 평년수확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실제수입은 수확기

에 조사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의 합에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중 작

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만약 min      , 즉 수확기 가격이 가입

가격보다 크면 수입감소보험금의 피해율 계산식은 수확감소보험금과 같

아진다.  

    




    


  

(3)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는 농가별로 투입요소와 생산이 각각 지

출액과 수입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생산을 식 (3)과 같

은 수입()과 지출(∑ ) 관점으로 접근한다.(권오상, 2002) 수입-지출 모

형은 투입물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화학투입물의 

40) 보험가입비율이 100%(  )이고 가입가격과 시장가격이 같으며(   ) 미보

상감수량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수확감소보험금은  ∙      

 이 되어 김태균(1999)의 논의와 동일해진다.

41) 피해율 계산 방식은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참고하였다. 구

체적인 계산 방식은 보험 상품의 품목, 보장 범위·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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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곧 그 효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화학투입물의 총 지출액은 총 사

용량에 비해 사용 수준에 대한 더 적절한 집계 변수가 될 수 있다.42)

(Horowitz and Lichtenberg, 1993) 토지에 대한 지출액 또한 토지 면적 

변수에 비해 관·배수, 비옥도 등 토지의 질적 상태를 좀 더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모형 내 보험금도 수입-지출 모형에 맞게 수입감소보험

금 형태로 해석한다. 보험금을 수입의 함수로 다룬 Chambers(1989)의 접

근을 따라 식 (3)과 같이 보험금(indemnty) 함수, 를 이용한다. 

2. 보험 가입 모형

농가의 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생산 이전에 이루어지며 가격과 

생산의 분포, 위험 회피 수준 등 보험 가입의 수익성과 위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Horowitz and Lichtenberg, 1993) 김태

균(1999)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정보 비대칭성 실증을 위해 생산자선호

모형을 도입하였다.      ∈ 는 von-Neumann Morgenstern 

효용함수이며, 개별 농가는 손해 발생에 대한 기대확률과 보상금에 대한 

기대치를 근거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보험 가

입 여부에 따른 기대효용의 차이(∆      )가 음(-)이 아닐 

경우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따라서 식 (4)와 같이 보험 가입 모형에서 

개별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확률    은 식 (1)의 수입(), 보험가입금

액(
 ), 자기부담비율( ), 보험료율(), 보험가입비율()의 함수로 나타

낼 수 있다.

  

Prob    F∆ ≥   F 
    (4)

42)  Smith and Goodwin(1996) 또한 비료, 제초제, 살충제 지출을 합산한 비용을 단

위면적으로 환산한 값을 화학물질투입 변수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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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단 


~   

농가 단위 보험가입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로짓 모형이나 프로빗 모

형과 같은 양분 선택(binary choice) 문제로 접근한다.(Knight and Coble, 

1997) 잠재 변수(latent variable)인  는 농가의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변

수인 Z와 표준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인 로 구성된다.   일 때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며(  ),  ≤ 일 때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

는다(  ).

농가가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농가의 보험 가입 문제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농가는 가입 비율, 보장수준 등 개별 보

험 가입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에서 농가

의 보험 가입 수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모형에 보험 가입 여

부만 고려하였다. 또 보험 가입 농가 내의 이질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Smith and Baquet(1996)은 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으로 양(+) 이

득을 얻고 있는 농가와 음(-)의 이득을 얻고 있는 농가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보험 의사결정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검정 결과 

두 그룹은 보장 수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으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보

험 가입 여부만 고려하는 본 연구 모형의 특성상 보험 가입 농가 내의 

동질성을 가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3. 수입-지출 모형

정보 비대칭성을 다루는 모델에서 중요한 문제는 농가 보험가입 결정

의 내생성을 반영하는 것이다.(Roberts et al., 2006) 결과 모형(outcome 

model)의 관측가능한 부분이 양분 선택 모형(binary choice model)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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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선택 변수(binary choice)에 영향을 받는 경우 이는 전환 모델

(switching model)에 해당한다. 이때 만약 처치 집단과 비처치 집단이 무

작위로 배정된 게 아니라면 처치는 내생적 선택의 결과가 되며 내생적 

전환(endogenous switching) 모델에 해당한다. 즉, 결과 모형과 양분 선택 

모형 내 관측불가능한 결정 인자들 사이에 상관성이 있게 되고, 만일 모

형 내에서 양분 선택의 내생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계수 추정에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를 불러일으키게 된다.(Terza, 2009) 보험 가입은 

무작위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 농가 고유의 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의 내생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생적 전환 모델의 대

표적인 형태인 내생적 처치 모델(Endogenous Treatment Model, 이하 ET 

모델)로 접근하였다.43)

농가의 보험 가입과 생산 결정에 대한 모형은 통상 농가의 투입요소 

또는 생산 수준을 보험 가입 결정과 연결 짓는다. 농가의 보험가입 결정

과 투입요소 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 Horowitz and 

Lichtenberg(1993, 이하 HL)의 ET 모델과 Smith and Goodwin (1996, 이

하 SG)의 연립방정식 모델(simultaneous equation model)이 있다. HL은 

보험 가입에 관한 농가의 결정이 실질적인 투입요소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의사결정을 재귀적(recursive) 구조로 해

석하였다. 시간순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입요소에 관한 의사결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두 단계에 일종의 상

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Heckman의 선택 모델(selection model)을 이용

하였다. 한편 SG는 보험 가입의 마감기한 전까지 농가는 경작 방식을 조

정할 기회가 있고 보험 가입 이후에도 기대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

작 방식을 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농가의 보험 가입 및 투입요

소에 대한 기저 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

해 Amemiya의 연립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였다. 

43) 내생적 전환 모델은 양분 선택이 모델 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내생적 처치 모

델 외에도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모델, 국면전환(regime switching) 모델 등으

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으로 농가의 생산 기술 자체가 변하지는 않

는다고 보고 국면전환이 아닌 내생적 처치 모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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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연중 가입(2월~11월)이 가능한 시설 

및 버섯 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발아·분화·이앙·파종·정식 

등 본격적인 생육이 진행되기 이전에 판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 결정 이후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HL의 접근을 따랐다. 한편, HL과 SG 모두 투입요소에 대한 원함수 접근

을 취하였으나 Quiggin et al.(1993)은 보험의 전체적인 효과는 투입요소

보다는 생산 수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다. 생

산 데이터는 투입요소 데이터에 비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특

히 비료와 같은 투입요소는 시제간(intertemporal) 배분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한 사용량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uiggin et al.(1993)과 Roberts et al.(2006)의 

접근을 따라 농가의 생산 수준을 보험 가입 결정과 연결 지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작물의 생육 시작 시점부터 수확기까지 통상 1년

을 보장 기간으로 하며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농가가 보험 가입 및 생산 결정에 대해 1년 단위의 단기간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였다. 즉, 농가는 가변 투입요소에 대해 최적 생

산 결정을 하며 당해 생산 실적이 차년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에 미

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단 


~      

(5)

농업 부문에서 집중호우, 한해, 병해충 등 예측과 통제가 불가한 자연 

환경의 물리적 특성은 생산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 관

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서 농가의 

보험 가입 및 생산 결정에 대한 분석은 농가가 처한 위험의 정도와 이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여야 한다.44) 위험을 고려한 농업 생산 모형은 일반

44) 본 연구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생산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데 목

적이 있으므로 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Antle, 1983)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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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률생산함수(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한다. Just 

and Pope(1978)는 생산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확률생산함수에 대한 논의

를 진전시켰다. 본 연구는 Just and Pope(1978)의 생산 함수(이하, JP 함

수) 형태의 수입-지출 모형을 가정하여 농가의 생산 결정을 설명한다.

Just and Pope(1978)는 기존의 로그 선형(log-linear) 형태의 가법

(additive) 및 승법(multiplicative) 생산 모형에서는 생산 위험 특성에 대

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8가지의 공준(postulate)들을 모두 충

족하는 식 (5) 형태의 생산 함수를 제시하였다. JP 함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생산요소가 평균과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점(공준 5)이다. 식 (5)의 평균 함수인 는 투입요소 

와 평균 생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공준 1(  ), 공준 2

(  ), 공준 3(
  )에 따라 함숫값과 개별 투입요소

에 대한 일차 미분값은 양수이며, 이차 미분값은 음수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적인 함수를 가정하여 식 (6)과 같이 각 투입요소의 표

본평균()에 대해 2차 테일러 선형 근사시킨 함수45)를 이용한다. 따라서 

평균 함수 는 교차항 파라미터의 대칭성 조건과  
   

   , 

 
   

  ∑
 

   
   ,  

   
    ∀의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식 (5)의 위험 함수(분산 함수)인 는 투입요소와 

분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의 값을 갖는 부분으로 투입요소인 와 

농가의 특성변수인 를 포함한다. 농가 특성변수는 농가의 개별적인 특

성이 생산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7)과 같이 Harvey(1976)의 선형지수 함수 형태를 이용한다. 한편 연

도별, 지역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평균 함수에는 연도(Time) 변수를, 

선, 농가의 목적 함수는 확률변수 분포의 파라미터에 의존한다. 다음으로, 농가는 

확률변수의 분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45) 함수의 신축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근사 함수가 n개의 설명변수에 대해 최소 (n 

+ l)(n + 2)/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조건은 근사 함수

는 임의의 함숫값, 일계 미분값, 이계 미분값에서, 즉 임의의 (n + l)(n + 2)/2개의 

값에서 원함수와 일치하는 최소 하나 이상의 계수 벡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계 선형 근사 함수는 신축성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Drisc

oll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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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함수에는 연도, 지역(Reigion) 변수 모두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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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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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률생산함수에서 확률변수는 일종의 확률적인 투입요소들로 이루어진 

집계 변수 역할을 한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은 개별 농가가 

처한 자연상태(state of nature), 즉 영농환경을 나타내는 변수이

다.(Chambers, 1989) 즉, 농가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강수와 일사량 등

의 기상 상황과 더불어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박이나 태

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및 병충해를 통합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외

에도 은 수입-지출 모형의 특성상 가격 위험을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Antle, 1987) 은 생산 수준과 양(+)의 관계에 있으며 값은 

클수록 자연상태가 농업 생산에 우호적인 것을 의미한다. 의 분포에 대

해서는 Just and Pope(1978, 1979)와 같이 분산이 인 정규성을 가진다

고 가정한다. 생산 함수 내에 생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독립적

인 두 요소 와 의 승법적인 관계, 즉 승수 특성(scaling property)으

로 나타난다. 은 기저 확률변수이며 농가가 처한 기저 불확실성 수준

(base uncertainty level)을 의미한다. 의 변동은 의 형태가 아닌 위

험의 크기(scale)를 바꾸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농가의 생산 불확실성

은 위험함수 와 기저 확률변수 의 복합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HL과 SG 모두 투입요소에 대한 원함수 접근을 취함에 따라 투입요소

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46) 그러나 JP 함수 형태의 수입-지출 

46) Roberts et al.(2006)는 이외에도 HL, SG의 한계로 모형 내 특정 설명변수가 내

생적이라는 점, 설명 변수 선택이 임의적이라는 점, 도구변수 추정 방법의 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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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는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Just and 

Pope(1978)는 생산의 분산 가 곧 생산 위험성을 나타낸다고 보았

다. 이에 따르면   
   일 때, 즉 투입요소 가 

생산 변동성을 증가(감소)시킬 경우 는 위험증가(감소)적이다.   

이므로 가 한계 생산 변동성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앞선 식 (3)의 

선형지수 함수 형태의 위험 함수에서는  이므로 의 

부호가 곧 투입요소 의 위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과 생산 결정을 ET 모델로 설명하기 

때문에 식 (5)에서 농가의 수입은 보험 가입 변수 를 평균 수입함수()

와 위험함수() 모두에 포함한다. 또 보험 가입 모형의 오차항인 는 수

입-지출 모형의 오차항 과 상관성( )이 있다. 는 보험 가입의 자기선

택(self-selction) 효과를 나타내며 오차항 는 보험 가입 결정과 농가 수

입 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 불가한 교란변수(unobservable con-

founders)로 볼 수 있다.(Terza, 2009) 만약 ET 모델에 상관성이 없는 경

우(  ), 보험 가입 의사결정은 외생적 선택변수가 되며 모형 추정 시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4. 보험금 모형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대부분의 상품은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입-지출 데이터의 특성상 식 (3)과 같

은 수입보장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식 (3)의  는 식 (8)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8)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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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은 손해율이 자기부담수준을 넘어설 때 지급되지만 본 연

구에서는 Ramaswami(1993)의 모형과 같이 보험금을 수입()에 대한 선형 

감소 함수, 즉 수입에 대해 음(-)의 계수( )를 갖는 일차 감소함수로 가

정한다. 한편 식 (1)과 (2)에 따르면 농가의 전손실(  )에 대한 보험금

은  
 min    로 보험가입금액, 시장 가격, 자기부담

수준, 미보상감수량, 가입비율의 함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험금 함수의 

절편은 농가의 개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명하며 는 농가가 가입 

작물의 전손실(  )에 대해 최대로 보장받는 보험금을 나타낸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양(+)의 관계, 가입 농작물 수입과 음(-)의 관

계에 있다. 통상 자기부담비율 및 미보상감수량 제도, 가입 비율에 의해 

은 1이 아니며 0과 1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는 -1이 아니며 보험

운영사의 보험제공비용, 자기부담비율 및 미보상감수량 등의 정책으로 

통상 -1과 0 사이에서 책정된다. Chambers(1989)는 보험 공급 비용이 보

험금에 대해 증가하고 볼록(convex)하면 최적 위험 공유(optimal 

risk-sharing) 조건에 따라 는 -1과 0 사이의 값을 갖는 것을 보였다. 

즉, 농가 수입 감소에 비해 보험금은 완만하게 증가하며 이는 농가들이 

하방 위험(downside risk)으로부터 완전히(completely) 보호되지 못하고 

공동 보험(coinsurance)에 드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도덕적 해이의 문제

까지 반영된다면 보험 공급 비용이 없는 경우에서조차 보험은 농가의 위

험을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금은 수입 감소에 대해 더욱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는 농가로 하여금 낮은 수준의 수입 상태를 피하도

록 하는 유인이 된다. 한편 오차항 는 분산 
의 정규성을 갖고 오차항 

 과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식 (5)의 를 이용하면 보험금 

은 식 (9), (10)과 같이 분산이 
인 오차항 를 갖고 0에서 절단된 

모형이 된다. 보험금 함수의 오차항    는 수입-지출모형의 

오차항 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모형의 오차항 와도 상관성

(  )이 있다. 보험 비가입농가의 경우 보험금은 관측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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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보험금 모형은 식 (10)의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문

제가 반영된 토빗(tobit) 모형'으로 볼 수 있다.47)

    

      

      

(9)

단     ∈   ∈ 

 ≥  


~   

 ⊥ 

 











     if       and   

  if     ≤  and   

  if   

   

 ∼   
 


  

 
      

(10)

5.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

JP 함수는 생산자의 위험선호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적 행위의 분석에 있어 생산자의 위험선호 구조는 빼놓을 수 없는 문

제다.(Chavas and Holt, 1996) 본 연구는 농가의 위험과 최적 결정을 모

두 고려해야 하므로 농가의 생산기술 및 생산 위험과 위험선호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은 식 (11)과 같이 

47) 표기의 편의상 개별 관측치의 평균 수입 함수, 위험 함수를 각각   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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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확률변수를 포함한 생산 모형에 대해 von 

Neumann-Morgenstern 효용함수의 기댓값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린다

고 가정하는 것이다.(Antle, 1983) 


max    


max         (11)

von Neumann Morgenstem 형태의 효용함수  는 오목하며 미분 가

능한 연속함수로 가정한다.48) 효용함수는 자산과 이윤(profit)을 더한 부

(wealth)에 대해 정의된다. Katz(1983)는 효용 함수를 이윤(profit)에 대해 

정의한 Sandmo(1971)의 접근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효용함수는 부에 

대하여 정의되어야 함을 보였다. 부는 일반적으로 0 이상의 값을 갖지만 

이윤은 음(-)의 값을 나타낼 수도 있어 이 경우 DRRA나 CRRA의 위험선

호 구조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효용함수의 기댓값은 부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 의 분포 에 대해 정의되며 농가 의사결정은 이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투입요소인 값을 찾는 문제이다.     는 각

각 부, 효용 함수, 확률변수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 벡터에 해당하며 최

적 투입요소인 는 부, 효용함수, 확률변수 분포의 형태와 파라미터들의 

함수로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들의 위험 태도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 또 모든 농가들은 모두 동일한 가격 및 생산 

위험을 마주하고 동일한 기대치를 형성한다고 보아 확률변수의 분포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마지막으로 농가는 모두 동일한 생

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 ). 즉, 영농 투입요소의 

수준이 같다면 농가 생산 수준의 차이는 보험 가입 여부, 농가 특성 변

수 및 확률변수의 실현 값에 의해 발생한다. 

효용함수의 형태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축약모형

(reduced-form)과 구조모형(structural-form) 접근법으로 나뉜다.(Saha et 

al., 1994) 축약모형은 효용함수의 형태보다는 위험선호 구조를 파악하는 

48) Saha et al.(1994)의 표기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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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점을 두며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경지공급 결

정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효용함수의 형태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또는 수입 분포의 적률(moment)을 이용하여 경지공

급 방정식을 선형 근사하는 과정을 거친다.(Holt and Chavas, 2002) 

Pope(1988)와 Pope and Just(1991)는 축약모형에서 생산자의 위험구조를 

가설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축약모형에서는 생산자의 위험선

호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구조모형은 생산자의 의사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용함수의 형태나 

위험회피 계수를 직접 추정한다. 모형은 신축적인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가격, 생산량 혹은 수입 위험에 대한 분포 특성을 가정한다. 위험 특성

에 대해 가설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효용함수 형태 또한 가정한다. 생산

자의 위험선호에 대한 정보는 기대효용 극대화 과정에서 도입되며 투입

요소에 대한 일계 극대화 조건은 생산자의 암묵적인(implicit) 요소 수요 

방정식(factor demand equation)을 나타낸다. 생산함수와 요소 수요 함수

들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생산기술과 위험 분포 및 위험선호에 대한 

파라미터로 이루어지며 이를 모두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Holt 

and Chavas, 2002) 

Antle(1987)은 생산자 간의 이질적인 위험 태도를 가정하였고 위험 태

도에 대한 분포를 평균 상수 파라미터 벡터로 가정하였다. 수입함수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GMM 추정법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Love 

and Buccola(1991)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의 JP 함수를 가정

함과 동시에 음(-)의 지수효용함수(negative exponential) 형태를 가정한 

후 NL3SLS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Antle(1987)의 위험 태도에 대

한 분포 가정은 근사치만 제공할 뿐 이로부터 위험구조를 파악하긴 어렵

고, Love and Buccola(1991)의 음(-)의 지수효용함수 가정하에서는 CARA

와 IRRA 형태의 위험선호 구조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Saha et 

al.(1994)는 위험선호 구조에 대한 그릇된 가정이 추정계수의 편의성과 

비일치성 문제로 이어지며 추정치의 표준오차와 오차제곱합이 커지는 비

효율성을 낳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다양한 위험선호 구조를 포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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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신축적인 효용함수의 가정은 필수적이다.

Saha et al.(1994)는 다양한 위험선호 구조와 위험회피 수준을 내포하는 

Saha(1993)의 Expo-Power 효용함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대효용을 계

산하는 과정에서 적분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또 생산함수의 와이블

(Weibull) 오차항 분포 파라미터의 사전 ML 추정치를 이후 추정에 이용

하는 단계를 거쳤다. Chavas and Holt(1996)는 효용함수의 형태를 명시하

는 대신 절대위험회피(coefficient of absolute risk aversion, 이하 AR)계

수의 선형 근사 형태를 이용하였다. 몬테카를로 적분 기법을 이용하여 

생산함수와 요소 수요함수를 FIML 방법으로 동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는 수치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다른 형태의 효용 및 생산함수

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Kumbhakar, 2002b)

JP 함수는 특히 요소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를 감

안한다면 신축적인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구조모형에서 추정 과정의 어려

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Kumbhakar(2002a)의 방법은 JP 

함수에서 효용함수의 신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추정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9)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최적 생산 결정 행위의 차이는 식 (3)의 순보

험금(net indemnity)   에 의해 발생한다. 보험 가입 농

가의 경우 식 (8)에서    ∈  이므로 수입 증가는 기대 

보험금을 감소시키게 된다. 보험 가입 농가의 투입요소의 한계 수익은 

     이다. 즉, 투입요소의 한계 수입 에 기

대 보험금의 한계 손실      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농가의 투입요소 증가에 따른 한계 수익 증가는 비가입 농가

에 비해 적다. 마찬가지로 투입요소 감소에 따른 한계 수익 감소 또한 

보험 가입 농가가 비가입 농가에 비해 적다.

49) Kumbhakar(2002a)가 제시한 모형에서 `일반 모형(the general model)'을 이용하

였고 모든 농가가 완전 효율적, 즉 비효율성이 0임을 가정하였다. 실제로 Kumbha

kar(2002a)의 추정 결과, 기술 비효율성보다 생산 불확실성에 관한 농가의 위험선

호의 수준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권오상(2002)이 완전 효율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쌀 재배 농가의 생산기술과 위험 태도를 결합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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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입    


 

   ∀

비가입      
   ∀

(13.2)

단       

식 (12)와 같이 농가는 기존의 자산()과 소득(), 즉 부( )에 대한 

효용함수 50)를 가지고 있다. 농가는 가변 투입요소(  ∀)의 투입 

수준을 결정하여 보험 가입 및 비가입 여부에 따른 조건부 기대 효용 

    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보험 가입 농가의 최적 의사결정은 

식 (13.1)과 같이 가변 투입요소에 대한 조건부 기대 효용 극대화의 일계

필요조건(F.O.C.) 관계식들로 나타낼 수 있다. 농가들의 투입요소 결정이 

평균적으로 최적이라고 가정하면 식 (13.2)의 오차항 벡터인 는 최적 

투입요소 결정 관계식에서 벗어난 투입요소 결정을 설명한다. 즉, 최적

화 일계 조건으로부터의 분배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을 나타낸

다.(Kumbhakar, 2002a) 생산자의 투입요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선

50) 효용함수 U(.)는 von Neumann-Morgenstern 형태이며 투입요소 및 확률변수 

  에 대해 연속으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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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행동은 위험선호함수인 에 반영된다. 위험 회피적(선호적) 생산자에 

대하여 는 음수(양수)이며 위험 중립적인 경우 의 값은 0이다. 위험선

호함수 는 식 (14)와 같이 모형 내 다양한 파라미터와 확률변수를 포함

하며 분모·분자 모두에 기댓값 계산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닫힌 형태

로 도출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농가의 위험선호 구조에 대한 신축성을 담보하는 의 대수적 형태

가 필요하다. Kumbhakar(2002a)의 접근법은 를 도출할 때 효용함수 

의 형태를 직접 가정하는 대신 일계미분된 효용함수  ′를 오

차항에 대해 테일러 2차 근사시키는 절차를 따른다.51) 결과적으로, 식 

(13.2)의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의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은 수

입-지출 모형을 채택한 권오상(2002)의 표기와 유사하다. 다만, 기댓값이 

보험 가입(  ) 및 비가입(  ) 여부에 따른 조건부 기댓값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  

 ′   
(14)

51)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분자          

 




    
              

 


    



 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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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 

AR 계수는 생산자의 위험회피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Arrow, 1971; 

Pratt, 1964)이며 그 값이 클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하방위험회피(Downside Risk Aversion, 이하 DR) 계수는 자산 분포의 왜

도(skewness)에 대한 선호 수준을 반영한다. 동일한 평균과 분산에서 자

산의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경우 이는 하방 위험(downside risk)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DR  이고 그 값이 증가할수록 생산자가 하방 위험

에 대해 기피하는 성향이 있음을 나타낸다.(Menezes et al., 1980) DR 

이기 때문에 θ의 추정을 위해선 AR의 형태에 대한 

가정만 필요하다.52)

효용함수에 대한 가정 없이 AR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모수적 형태가 

이용될 수 있으나 Kumbhakar(2002a)의 방법을 따라 부에 대한 조건부 

기댓값          또는       의 표본평균(
 )으로 테일러 

1차 선형 근사시킨 모형(식 (15))을 가정한다. 이는 농가의 위험회피 성

52) Antle(1987)에 따르면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AR과 DR의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exp∫       . 이와 같이 생산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AR과 DR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의 추정에 AR과 DR을 이용하

는 것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이는 AR의 모수적 형태를 가정한다면 효

용함수의 형태 또한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havas and Holt(1996)는  

    형태를 가정하였으며, 이로부터 효용함수의 형태를   

∫
 exp    

 로 도출하였다. 


  분자          

 





    

              

 분모    




    



- 75 -

향뿐만 아니라 CARA, DARA, IARA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선호 구

조를 나타낼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진다. AR이 상수이고 DR≈0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위험선호함수 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Kumbhakar, 2002b)

   



     





단 


  


(15)

6. 정보 비대칭성 실증

6.1. 역선택 실증

농가 단위의 예상 생산량과 생산 변동성은 개별 농가의 보험가입에 매

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역선택 문제는 생산성과 생산 변동성에 대

한 농가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다.(Skees and Reed, 1986) 역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농가의 평균 생산성과 생산 변동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험 가입으로서 더 높은 이득을 얻는 농가, 즉 예상보

다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농가, 생산 변동성이 높은 농가가 보험 가입 

유인이 높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농작물 보험시장 내 역선택의 근거로 보

았다.(Knight and Coble, 1997) 

Just and Calvin(1994)은 보험운영기관에 의한 예상보다 낮은 수확량을 

기대하는 농가가 보험 가입 유인이 큰 것을 역선택의 효과로 해석하였

다. Quiggin et al.(1993)의 승법적 생산모형에서 평균 증가적이고 분산 

감소적인 관측 불가한 특성 변수를 두었고 DARA의 가정 아래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농가, 즉 평균이 낮고 분산이 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보았다. Smith and Baquet(1996)은 생산 변동성이 커서 보험 가입

으로 양(+)의 이득을 기대하는 농가일수록 보험료에 대한 보험의 수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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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역선택의 효과를 나타낸다

고 하였다. Makki and Somwaru(2001)는 개별 생산의 평균과 분산을 고

려한 손실위험, 즉 기대 보험금이 큰 농가가 보험에 대한 수요가 큰 경

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역선택의 실증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김태균(1999)은 변이계수가 크고 재해경험이 있

는 등 위험이 높은 농가가 동일 보험요율에서 재해보험 가입 의사가 높

다고 보았다. 이경룡·유지호(2007) 또한 동일한 조건 아래 단위면적당 

생산 수준이 높은 과수원일수록 위험관리가 잘 되는 농가로 보았다. 반

대로 보험인수수량 대비 실수확량이 적어 예상 기대 손해가 큰 농가일수

록 고위험 농가이며 보험가입의 의사가 높다고 보았다. 

식 (4)와 (5)로 이루어진 ET 모델에서 오차항 간의 상관계수인 는 보

험 가입의 자기선택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역선택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는 보험 가입 모형의 오차항 와 수입-지출 모형의 오차항 간

의 상관성을 나타내므로 개별 농가의 리스크와 관련이 있으며 보험 운영

사와 농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반영한다. 또 는 모형 내 보험가입금

액, 보험료율, 투입요소, 기타 농가 특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개별 

농가가 처한 영농환경과 보험가입 의향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면 보험 가입 의향과 농가의 영농환경 사이에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면 보험 가입 의향이 높을수록 농가의 영농환경이 불

리하며 이는 농가의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면 보험 가입 의향이 높을수록 농가의 영농환경이 우호적이며 이는 농

가의 수입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면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 풀(pool)이 악성화된 상태로 역선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면 우량 농가의 진입장벽이 낮아 보험 풀이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면 보험 가입 의향과 농

가의 영농환경에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없고 보험시장에 별다른 역선택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선택은 생산 변동성과도 관련

이 있으므로 의 크기는 곧 역선택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농가의 기대 보험금을 증가시키는 역선택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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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적 효과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 모형에서의 오차항 와 보

험 가입 모형에서의 오차항 의 상관계수인   가 와 반

대되는 부호를 갖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즉, 역선택 효과의 존재

(  )는 곧 보험 가입 의향이 높을수록 기대 보험금이 높아지는 경향

(  )을 나타내는 것이다.

   

6.2. 도덕적 해이 실증

도덕적 해이의 효과를 역선택 효과와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53)(Horowitz and Lichtenberg, 1993) 본 연구에서는 ET 모델을 이용

하여 보험 가입의 내생성 및 역선택 효과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은 식 (5)의 ET 모델 내의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

가 간의 수입-지출 함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의 효과는 낮은 평균 생산성과 높은 생산 변동성으로 나타

난다. Just and Calvin(1993)는 보험 비가입 농가에 비하여 가입 농가의 

실제 생산이 평균 기대 생산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도덕적 해이

의 근거로 보았다. Quiggin et al.(1993)은 승법적 생산 모형에서 농가의 

노력과 같은 관측 불가능한 투입요소를 두었다. DARA의 가정 아래에서 

보험가입은 최적 투입량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평균 생산성의 감소로 이

어진다고 보았다. Roberts et al.(2006)는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평균 생

산성의 감소와 생산 변동성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Coble et 

al.(1997)은 도덕적 해이의 보험계리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보험가입이 

5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별 효과를 실증함에 있어 다른 효과가 개입된다

면 실증에 신뢰성은 떨어진다. 예를 들어 유지호(2011)에서는 농가가 보험료를 초

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보험인센티브 

변수를 두고 보험가입금액 감액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

(+)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를 역선택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험인센

티브 변수에는 도덕적 해이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즉,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금을 수령한 것에 재해방지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효과가 반영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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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보험금을 증가시킬 경우에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았

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태균 외(2004)는 높은 평균 수확량이 과거의 많은 

방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현재 또는 미래의 많은 방제 활

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험가입으로 인해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생산 변동성이 발생할 때 이를 도덕적 해이 효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단위면적당 생산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 변동성은 생산의 변이계수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Quiggin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평균 생산성은 평균 수입( )으로, 생

산 변동성은 수입 변이계수()로 해석한다.

보험 가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는 식 (13.2)를 만족하는 가변 

투입요소의 최적 투입요소 사용 수준(
  ∀)에도 나타난다. 농업재해

보험의 도입 취지 중의 하나는 보험 프로그램이 갖는 위험감소 효과이

다. 그러나 이는 보험이 완전할 경우, 즉 보험 운영 기관이 개별 농가의 

투입요소 사용 수준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

다.(Ramaswami, 1993) 그렇지 않은 경우엔 도덕적 해이 효과가 발생한

다.(Chambers, 1989) 보험 가입 시 투입요소에 대한 농가의 최적 의사결

정은 담보 사건의 발생 확률을 높이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높이는 방향

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최적 투입요소 결정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

델은 Horowitz and Lichtenberg(1993)가 제시하였다. 보험 가입자를 대상

으로 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가 최적 투입요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효과를 제거한 순수 도덕적 해이의 효과를 보

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최적 투입요소 결정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의 한

계적인 영향을 보는 것으로54) 본 연구 모형과 같이 보험 가입에 따른 도

덕적 해이의 효과를 보여주기엔 적절치 않다.55) 반면 Ramaswami(1993)

54) 해당 모델은 보장수준 확대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55) 실제로 Horowitz and Lichtenberg(1993)는 보험 가입과 비가입의 일반적인 경우

를 비교하기 위해선 한계 효과에 대한 적분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Hor

owitz and Lichtenberg(1993), Smith and Goodwin(1996), 김태균 외(2004)은 모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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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은 보험 가입과 비가입 두 경우를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최적 

투입요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증 목표

와 부합한다. 

Ramaswami(1993)는 농가의 최적 의사결정 수준에서 보험은 계리적 공

정성(actuarial fairness)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기대 보상금과 보험료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역선택 문제를 배제한 것이다. 보험금 함수

는 미분가능하고 생산량에 대해 단조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손실이 커질

수록 보상 수준도 커지는 관계를 나타냈다. 농작물 보험의 도덕적 해이

에 대한 이론적 모형들은 농가의 위험선호 구조나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

에 대한 강한 가정 없이는 투입요소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불분

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night and Coble, 1997) Ramaswami(1993) 또

한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에 따라 최적 투입요소 수준에 대한 보험 가입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56)  

Ramaswami(1993)는 위험증가(감소)적 투입요소를 한계 생산()이 생산 

불확실성()에 대해 증가(감소)하는 경우, 즉    인 경우로 보았

다. 이는 생산의 분산을 곧 생산의 위험성으로 해석한 Just and 

Pope(1978)의 정의와도 동치 관계이다. 즉,    ,  


에서 는 양(+)이므로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은 투입요소와 생산 변동성 간의 관계를 나

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효과를 계량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해당 이론

적 모델에 기반을 두었다.

56) Ramaswami(1993)의 논의에서는 이외에도 DARA 또는 CARA 형태의 위험선호 구

조와 투입요소에 대한 한계생산이 양(+)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투입요소의 위험특성 위험감소 효과 도덕적 해이 효과

위험 증가적 (+) (-)

위험 중립적 없음 (-)

위험 감소적 (-) (-)

〈표 8〉 최적 투입요소 수준에 대한 보험 가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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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것으로서 생산 기술적인 의미를 갖는다.

최적 투입요소에 대한 보험 가입의 효과는 위험감소 효과(risk 

reduction effect)와 도덕적 해이 효과(moral hazard effect)의 합으로 나

타난다. 위험감소 효과는 보험 가입 시의 최적 투입요소 사용 수준에서 

평가했을 때 보험 가입에 따른 위험 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표 8〉

에서 보듯이 최적 투입요소 수준에 대한 효과는 투입요소가 위험증가적

일 경우 양(+)이며, 위험감소적일 경우 음(-)이다.(Ramaswami, 1993, 

Proposition 1) 즉,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며 농

가로 하여금 위험중립적 수준의 방향으로 투입 수준을 조정하게 하는 것

이다. 한편 보험 가입 시 투입요소에 대한 한계 수익은 기대 보험금의 

감소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 농가는 투입요소의 최적 투입 수준

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한 효과가 도덕적 해이 효과이

며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과 관계없이 사용 수준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

라서 위험감소 효과와 도덕적 해이 효과를 더한 복합적인 효과는 투입요

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투입요소가 위험감소적일 때 두 효

과 모두 최적 투입요소 수준을 낮추고 평균 생산성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위험증가적 투입요소의 경우엔 위험 감소 효과와 도덕적 

해이 효과의 방향이 상충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효과는 기대 보험금 

이익과 감소된 수입으로 인한 기회비용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

정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의 실증은 〈표 9〉와 같이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

과 보험 가입 시 최적 투입요소의 사용 수준 변화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투입요소가 위험 증가적일 때는 양(+)의 위험감소 효과가 있

으므로 보험 가입 시 최적 투입요소가 유의하게 감소할수록 도덕적 해이

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투입요소가 위험 감소적일 

때는 위험감소 효과 또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최적 투입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할 때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감소 효과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표 8〉에서 보듯이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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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보험 가입으로 인해 항상 투입요소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작용하

므로 최적 투입요소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할 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정보 비대칭성 실증 항목 및 

방법은 〈표 10〉에 도시하였다. 

투입요소의 

위험특성

보험 가입 시 최적 투입요소 수준 변화

유의한 감소 유의하지 않음 유의한 증가

위험증가적
도덕적 해이

효과 높음

도덕적 해이

효과 존재

도덕적 해이

효과 낮음

위험감소적
도덕적 해이

효과 존재

도덕적 해이

효과 낮음
-

불분명
도덕적 해이

효과 존재
- -

〈표 9〉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효과 실증 

구분 실증 항목 관련 모형 실증 방법

역
선
택

ET 모델

오차항 상관계수

()

ET 모델

(보험 가입 모형, 

수입-지출 모형)

(-) : 비우량 농가에 의한 역선택 존재

(0) : 역선택 비존재

(+) : 우량 농가의 진입장벽 낮음

도
덕
적

해
이

평균 수입

( )

수입-지출 모형

보험 가입 농가가 비가입 농가에 비해 평

균 수입이 더 적을 경우 도덕적 해이 효과

가 존재한다.

수입 변이계수

()

보험 가입 농가가 비가입 농가에 비해 수

입 변이계수가 클 경우 도덕적 해이 효과

가 존재한다.

최적 투입요소 

사용 수준

(
  ∀)

보험금 모형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

보험 가입의 효과는 투입요소의 위험특성

에 따라 다르며 도덕적 해이 효과의 실증

은 〈표 9〉를 따른다. 

〈표 10〉 정보 비대칭성 실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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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 데이터 및 모형 변수

분석 데이터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의 10차 표본(2014~2017년)

과 11차 표본(2018~2019년)의 불균형패널자료이며 각 연도의 집계, 농가

경제조사표, 농가원부를 이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57)는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통계법 제 17조에 의한 지

정통계 제10142호)로 농작물 재배업, 동물 사육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

상58)으로 한다. 농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 표본을 선정하

여 모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입 실적 및 보험료·보험금 비

중이 높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9년 기준 벼 품목

의 가입 면적은 340,652ha, 가입금액은 3조 6,820억으로 각각 전체의 

77.8%, 46.4%를 차지한다.59) 또 가입률 또한 46.7%에 달하여 전체 가입

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벼 보험 상품은 종합위

험(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보장 방식이며 특약을 통해 병충해 

피해 또한 보장하고 있다. 보험 판매기간은 통상 이앙기 이전 4~6월이며 

보장 기간은 이앙 완료부터 수확기까지이다. 최소 가입기준은 재배면적

이 4,000㎡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농가이다. 지급하

는 보험금의 종류는 지급 사유에 따라 이앙‧직파 불능 보험금, 재이앙‧재

직파 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수확불능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으로 구분

되며 지급액 산정 기준도 각기 다르다.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업수입(작물수입+축산수입+농업잡수입) 중 

수입이 최대인 품목을 기준으로 농가의 영농형태를 구분한다. 따라서 

57) 「농가경제조사」에 대한 설명은 「농가경제조사 지침서」와 「농가경제조사 통

계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58)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법인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농가경제조사」

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법인이 

전체 가입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 이내로 미미한 수준이며 실질적으로는 

개인 가입자가 대부분이다. 

59) 농업시설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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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에서 영농형태가 논벼농가60)인 표본을 이용하였다. 모

형에서 이전 연도 데이터가 이용되므로 각 농가별로 초기 연도에 해당하

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부분 농가들은 주농작물 이외

에도 다양한 품목에서 수입이 발생한다. 축산수입의 비중이 높은 경우 

투입요소 사용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농업수입 중 축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였다.61) 또 집계 투입물과 미곡 생산의 

관계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전체 농업수입 중 미곡 수입이 70% 이상

인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확감소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은 지급액 산정 특성상 농가의 벼 농작물 수입에서 보험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보험금 유형은 수확감

소보험금이기 때문에 농작물 수입 중 피해보상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경우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데이터의 특성상 보험금 및 보

험료 외 개별 농가의 가입 품목, 가입 농지 및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 가

입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곡 수입의 비중이 높은 농가만 분

석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논벼농가는 벼 품목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

다고 가정했으며 전체 쌀 재배 농지에 대해 가입했다고 가정하였다 

2019년 기준, 행정구역상 9개 도(제주 포함)의 가입금액 및 가입면적 

은 전체의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62) 지역 구분으로는 행

정구역상 도 단위만 고려하였다. 금액으로 집계되는 데이터의 경우 2015

년 기준으로 디플레이트해주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수입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쌀 보험 상품은 `수확감소보장방식'이므로 농가

의 수입-지출 모형에서 산출물과 투입물의 생산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

요하다. 따라서 수입 및 지출 가격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의 

수입은 「농가판매가격조사」 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고 농가의 지출은 

60) 논벼 농가의 작물 유형은 미곡(조곡(메벼, 찰벼), 정곡(멥쌀, 찹쌀))으로 구분된다. 

61) Quiggin et al.(1993)은 정보 비대칭성 실증을 위해 「농가경제조사」와 성격이 

비슷한 농가비용수익조사(Farm Costs and Returns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곡물재배 농가 생산 함수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주

요 곡물 생산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15% 이상의 농업 수입이 면화나 채소 

품목으로부터 발생하는 농가를 제외하였다. 목장에 10% 이상의 경지를 할당하는 

농가 또한 제외하였다.  

62) 농업시설품목군(농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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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구입가격조사」 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63) 한편, 기타(자산, 보

험금, 보험료)는 소비자가격지수로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초기 연도에 해당하는 2014년과 2018년 데이터를 제외한 

10차 표본의 2015~2017년, 11차 표본의 2019년 총 578농가(보험 가입 농

가 306, 비가입 농가 272)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이 다른 두 표본을 

이용하였으나 「농가경제조사」는 우선적으로 농가소득의 시계열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므로 합동 데이터(pooled data) 방식

으로 접근하였다. 실제로 이주관·정진화(2014)는 「농가경제조사」 9차 

표본(2008~2012년)을 대상으로 한 역선택 실증에서 합동 방식으로 접근

하였다. 패널 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우도비 검정 결과, 합동 방식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 가입 결정이 시간 불변적인 농가 특

성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전 연도의 재해 경험 및 보험료율 등 공통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실증이 벼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벼 품

목의 시기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벼 품목은 2009년에 

시범사업이 실시된 뒤 2012년에 본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해 발

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2013년부터 다시 시범사업으로 전환 후 

2017년에 본사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표본에서 2015년과 2016년을 시

범사업으로, 2017년과 2019년을 본사업으로 구분한다. 한편 벼 품목은 

지역별로 보험료율의 편차가 큰 편으로 위험지역과 비위험지역의 구분이 

뚜렷한 편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 전북, 충남의 평균 보험료

율은 각각 4.55%, 3.09%, 2.8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전

남, 전북, 충남을 위험지역으로 그 외 경남(2.1%), 충북(1.71%), 제주

(1.61%), 강원(1.52%), 경북(1.38%), 경기(1.23%)를 비위험지역으로 구분한

다. 따라서 `시범사업&비위험지역()', `본사업&비위험지역()', `시범사

업&위험지역()', `본사업&비위험지역()' 각각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두었다. 식 (4)와 (5)로 이루어진 ET 모델에서 역선택 실증을 

63)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는 농산물의 농가 수취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를 편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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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파라미터인  ∈   는 식 (16)과 같이     네 더미변수

로 설명되도록 하였으며 각각은    를 파라미터로 갖는다.

   
exp   


  ∈   (16)

  시범사업 & 비위험지역 더미   본사업 & 비위험지역 더미

  시범사업 & 위험지역 더미   본사업 & 위험지역 더미

1. 수입-지출 모형

농가경제는 경영 단위이자 가계 단위로서 이중성을 지닌다. 경영은 농

업경영부문과 농업외경영부문으로 분류되고 가계는 재산소득(배당, 이자, 

지대)과 근로소득으로 소비하는 소비경제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

가의 경영단위 중에서도 농업경영부문에 초점을 둔다. 식 (5)의 수입-지

출 모형의 종속변수는 미곡 수입이다. 미곡 수입은 판매 수입(현금, 현

물)과 자가 생산물 중 자가소비, 재고농산물증감액을 더한 값이다.64) 재

고농산물 증감액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중 처분하지 않고 재고

로 가지고 있는 농업 생산물의 연말·연초 증감액에 해당한다. 

수입-지출 모형의 설명변수65)66)로는 재료비(종묘·비료비, 농약비, 기

타재료비), 노동비(가족노동비, 고용노동비), 토지비, 자본비를 고려하였

다. 이중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자본은 고정 투입요소로 간주하

64)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산물 현물 대가 지급 및 물물교환도 판매로 간주한

다. 농산물 가공의 경우 부가가치 부분을 제외한 원재료 평가액만 농작물 수입으

로 처리된다.

65) 농가의 비용 지출 중 `조세및부담금', `유통비용 및 기타경비', `감가상각비'는 생

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66) 「농가경제조사」는 농작물 수입과는 달리 농업 지출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구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가별로 집계된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축산업과 

관련한 비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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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재료비67)에서 투입요소의 위험특성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며 비료와 농약의 위험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료비와 농약

비를 구분하였다.(Quiggin et al., 1993) 비료비는 종자종묘비와 유기질·

무기질 등의 비료비를 포함하며, 농약비는 살충제, 제초제 등 입·분제 

또는 유액·수화제 형태의 모든 농약 관련 비용이다. 한편 기타재료비는 

비닐, 부직포 등의 기타재료비와 농업용 전기, 수도, 유류 등의 영농광열

비를 합한 비용이다. 

가족노동 시간은 농가 경영주 및 농가 구성원 노동 시간에 품앗이 시

간을 합산한 것이다. 고용노동 시간은 상시고용 및 임시 고용한 인부의 

노동 시간에 일손돕기 노동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이때 생산 활동에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접노동만을 고려하였다. 가족노동비와 노무비 산

출을 위해 귀속 임금(imputed wage)을 이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가

족노동의 단위 임금과 고용노동의 단위 임금의 비율이다.(Quiggin et al., 

1993) 「농가경제조사」에서 모든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노동능력을 반영

하여 집계된 것으로 그 자체로 질적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모든 노동

시간이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 노동시간에 각 시기별 최저임금을 일괄 

곱하여 계산하였다.68) 한편 위탁영농비는 영농 작업의 일정 구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비용이며 이를 노무비와 합산하여 고용노동비로 두었

다.

토지비는 자가토지용역비와 임차료를 더한 것이며 토지는 목초지나 임

야, 대지, 휴경지를 제외한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경지

에 해당한다.69) 자가토지용역비는 자작지의 연말평가액에 자본비율70)을 

67) 「농가경제조사」에서 재료비의 경우 미사용 구입자재 증감액을 포함한다. 즉, 

연초 및 연말을 기준으로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자재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부 농가의 경우 음(-)의 값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68) 분석 대상 기간의 연도별(2015~2017, 2019) 최저임금은 각각 5,580, 6,030, 6,470, 

8,350(원)이다.

69) 「농가경제조사」의 임차료 항목에는 농지의 임차료뿐만 아니라 농기계 및 농업

시설 등의 임차료도 포함되어 있다. 기계 및 영농시설물에 대한 임차료는 자본비

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토지비와 자본비가 각각 과다, 과소하게 집계



- 87 -

곱한 것이다. 자본비는 수리(水利)비, 수선·농구비, 고정자본용역비를 합

한 것이다. 수리비는 암거，명거 등의 재조달가 10% 미만의 수리비 및 

양수조합비 등 수리시설 사용료를 의미한다. 수선비는 농업용 자산의 재

조달가 10% 미만에 해당하는 수리 비용을, 농구비는 단가 20만 원 미만 

소농구 및 농업용 피복비이다. 고정자본용역비는 고정자본액에 자본비율

을 곱한 것이며 고정자본액은 자가사용 건물 및 기계·기구·비품 연말 

평가액이다. 건물 중 건축물은 주택, 축사, 기타겸업건물을 제외한 영농

시설물이고 구축물은 수리구축물에 해당한다. 기계·기구·비품은 재조

달가격 20만원 이상의 대농구, 집합농구, 비품이며 저장·판매·가공, 축

산, 운반, 자동차, 생산관리기기 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였다.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비품의 연말평가액은 연초 평가액에 연중증감액과 

투입자본액, 감가상각액을 반영한 것이다. 투입자본액은 토지개량·경지

정리 등이나 신축·증축·대수리 등의 경우 각종 투입물의 평가액을 일

컫는다.

수입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농가 특성변수로는 농가의 전문성을 나

타내는 전업농가 여부를 두었다. 전업농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뜻한다. 이외에 연

령, 교육수준, 지역, 연도 변수를 두었다. 연령은 30세 미만부터 70세 이

상까지 6개 그룹으로 나뉜다.71) 생산함수에서 지역 더미변수는 지역 간

에 존재하는 총요소 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하며 지역의 토지 및 기후 특

성에 대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Quiggin et al., 1993)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투입요소는 고정요소로 간주되고 최적 의사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 내 주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0) 자본비율은 통계청의 「농가생산비조사」의 방법에 준하여 산출하였다. 매년 변

동금리를 적용하되, 조사 대상 연도부터 과거 2개년까지를 포함한 총 3년간의 대

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신규취급액 기준)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의 연도별(2015~2017, 2019) 자본비율은 각각 3.22, 2.8, 2.53, 2.63(%)이다. 

71) 구체적으로 1(30세 미만), 2(30~39세), 3(40~49세), 4(50~59세), 5(60~69세), 6(70세 

이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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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가입 비가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곡 수입

백만 원

32.06 (32.42) 14.09 (15.12)

전체 농작물 수입 38.15 (37.80) 16.70 (16.91)

농가 연초 자산 234.00 (272.95) 215.29 (288.71)

재

료

비

종묘비료비 3.10 ( 3.03) 1.42 ( 1.44)

농약비 1.53 ( 1.67) 0.65 ( 0.77)

기타재료비 2.06 ( 2.28) 0.87 ( 1.26)

노

동

비

가족노동비 4.47 ( 3.45) 2.90 ( 2.61)

고용노동비 3.11 ( 3.24) 2.33 ( 2.21)

토지비 11.93 (13.13) 7.83 ( 7.99)

자본비 1.75 ( 2.12) 0.68 ( 1.17)

전업농가 여부
0 : 겸업농가

1 : 전업농가
0.53 ( 0.50) 0.69 ( 0.46)

경영주 연령 1 - 6 5.25 ( 0.77) 5.68 ( 0.67)

경영주

대졸 여부

0 : 대졸 미만

1: 대졸 이상
0.03 ( 0.16) 0.03 ( 0.17)

지역

경기 25 31

강원 17 17

충북 19 30

충남 56 48

전북 65 35

전남 67 50

경북 38 33

경남 19 28

연도

2015년 75 89

2016년 82 49

2017년 84 50

2019년 65 84



비위험

지역

시범사업 60 69

본사업 58 70

위험

지역

시범사업 97 69

본사업 91 64

표본 수 가구 306 272

〈표 11〉 수입-지출모형 변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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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 따르면, 수입-지출 모형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의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는 보험 가입의 내생성 효과에 따른 집단 간 구조적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의 미곡 수입은 각각 3,206만 

원, 1,409만 원으로 보험 가입 농가의 미곡 수입의 평균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수입의 표준편차 또한 보험 가입 농가가 비가입 농가에 비해 2

배 이상으로 높아 수입의 변이계수는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전체 농작물 수입에서 미곡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투입요소 지

출비용에서도 보험 가입 농가가 비가입 농가에 비해 평균과 표준편차 모

두 더 높았다. 특히 고정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토지와 자본에서도 뚜렷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집단의 생산 결정이 장기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벼 농가의 전업농가 여부와 보험 가

입 여부 사이에는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보험 가입 그룹의 경영주 

연령이 더 낮았으나 한편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대졸 여부는 두 집단 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표본 농가 수가 비교적 

많고 강원 지역 표본 농가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분석 대상 농가의 

지역별, 연도별 분포는 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벼 품목의 특성을 고

려한 지역·시기 구분에 대해선 비위험지역의 경우 보험 비가입 농가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 위험지역은 보험 가입 농가의 비중이 더 높았다. `

시범사업&위험지역'의 표본 수가 가장 많았으나 분포는 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험 가입 및 보험금 모형

식 (4)의 보험 가입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이주관·정진화(2014)와 마찬가지로 농업부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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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지불한 농가의 경우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식 (4)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의 생산자선호모형은 수입,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

비율, 보험료율, 보조율의 함수이다. 농가의 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은 생산 이전에 이루어진다. 즉, 농가의 생산 관련 의사결정은 시간 불

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조건의 영향을 받는 데 반해 농가

의 보험가입은 생산 이전의 정보인 과거 생산 정보, 보험 가입 기록, 지

역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Garrido and 

Zilberman, 2008) 따라서 이전 연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생

산자 선호 모형을 수입과 보험료율, 생산자의 위험 태도로 설명한다. 

수입의 분포는 예상 수입 수준과 영농규모, 피해보상 여부로 설명한다. 

예상 수입 수준의 대리변수72)로 이전 연도 미곡 수입을 이용한다. 영농

규모의 대리변수로는 이전 연도 경작면적을 이용하며, 자작지와 임차지 

모두를 고려한 농업용 토지면적을 이용한다. 피해보상 여부는 농가의 이

전 연도 보상 여부 변수를 이용한다. 이주관·정진화(2014)와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의 농업잡수입 항목 중 농업피해보상금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보험료율은 보험 가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농작

물재해보험에는 지역별 요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전 연

도 지역 손해율을 고려하였다. 또 농가의 실제 부담 보험료율에 영향을 

주는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율 변수를 고려하였다. 지역손해율은 농

작물재해보험 벼 품목의 해당 지역 이전 연도 순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로 두었다.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율은 벼 품목의 해당 지역 순

보험료 중에서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 비중을 의미한다. 지역

손해율과 보험료 지원율 항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해당 연도 지역

별·품목별 보험가입자료를 이용하였다.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가 반영된 모델에서 생산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는 농작물 보험 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mith and Baquet, 

72) 김태균(1999)은 수확량 분포의 대리변수로 수확량의 변이계수, 재배면적, 재해경

험 유무, 관수시설 유무, 재해방지시설 유무, 배수상태, 농약살포횟수를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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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가입 비가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험 가입 모형

수

입 

분

포

이전 연도 

미곡 수입
백만 원 32.54 (33.79) 13.98 (15.76)

이전 연도

경지면적
10a 38.23 (36.45) 17.26 (16.29)

이전 연도

보상 여부

0 : 보상 없음

1 : 보상 있음
0.58 ( 0.50) 0.11 ( 0.31)

보

험

료

율

이전 연도

지역 손해율
% 44.68 (53.60) 48.53 (52.29)

보험료 보조율 % 80.63 ( 2.51) 81.28 ( 3.09)

농

가 

특

성

이전 연도

보험 가입 여부

0 : 비가입

1: 가입
0.78 ( 0.42) 0.18 ( 0.39)

이전 연도

경지 소유 비율
% 50.74 (34.04) 63.65 (35.58)

이전 연도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

0 : 미수령

1 : 수령
1.00 ( 0.00) 0.97 ( 0.17)

이전 연도

DTA
% 2.76 ( 9.93) 3.80 (20.21)

가구원 규모 명 2.30 ( 0.69) 2.11 ( 0.58)

이전 연도

농업수입 집중도
% 80.13 (19.82) 82.52 (19.29)

이전 연도

전업농가 여부

0 : 겸업농가

1 : 전업농가
0.50 ( 0.50) 0.62 ( 0.49)

보험금 모형

보험금 백만 원 0.30 ( 1.05) 0.00 ( 0.00)

표본 수 가구
보험금 수  령 :  52

보험금 미수령 : 254
272

주: 〈표 11〉의 수입-지출 모형과 중복되는 변수들은 제시하지 않음

〈표 12〉 보험 가입 모형 및 보험금 모형 내 변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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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따라서 이전 연도 보험 가입 여부, 이전 연도 경지 소유 비율, 이

전 연도 농업보조금 수령 여부, 이전 연도 DTA(Debt to Asset), 경영주 

연령, 경영주 교육 수준, 가구원 규모, 이전 연도 영농 다각화와 같은 농

가특성변수를 포함하였다. 이전 연도 경지 소유 비율은 이전 연도의 자

작 또는 임차한 농업용 토지 면적 중 자작지 면적의 비율이다. 이전 연

도 DTA는 농가의 유동성을 나타내며 전년도 유동부채와 전년도 유동자

산의 비율이다. 영농 다각화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이전 연도 농업수입 

집중도와 이전 연도 전업농가 여부 변수를 이용한다. 이전 연도 농업수

입 집중도는 전년도 농가의 전체 수입(농업수입+겸업수입+사업외수입)에

서 농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농가의 영농집중도를 나타낸다. 한편 

태풍, 우박 등의 재해 위험은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별로도 미

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표 11〉의 연도 및 지역 변수를 고려하였다.

〈표 12〉에 따르면, 보험 가입 집단과 비가입 집단 간 이전 연도 미

곡 수입의 차이는 수입-지출 모형에서의 해당 연도 미곡 수입 차이와 유

사했다. 이전 연도 경지 소유 비율도 보험가입 집단에서 2배 이상으로 

높았으며 이전 연도 보상 경험에 대한 비중도 보험가입 집단에서 월등히 

높았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 이전 연도 지역손해율과 보험료 보조율은 

지역과 연관된 변수인 만큼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농가 특성에 관한 변수 중 이전 연도 보험가입 여부는 보험 가입 집단에

서 78%로 비가입 집단에 비해 4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이전 연도의 

보험 가입률이 높으면 이전 연도의 보상 경험 또한 많아진다는 점으로부

터 모형 내 두 변수가 보험 가입 집단에서 일관되게 더 큰 이유를 알 수 

있다. 분석 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이전 연도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보험 가입 집단의 경우 모든 표본 농가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 DTA는 보험 가입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고 가족 구성원 수

는 보험 가입 농가가 다소 많았으나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전 연도 영농 다각화와 관련한 변수는 보험 가입 여부와 음(-)의 상관

성을 보였다. 

식 (9)의 보험금 모형에서는 보험가입금액, 해당 연도 미곡 수입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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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이 이용된다. 보험가입금액의 대리변수로는 보험 가입 모형에서 예

상 수입 수준의 대리변수로도 이용되는 이전 연도 미곡 수입을 이용한

다. 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금으로는 농업피해보상금 항목에서 쌀 변동직

불금을 제외한 값을 이용하였다.(통계청, RDC)73) 표본 내 보험 가입 농

가 중 52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254농가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

았다. 보험 가입 농가는 평균적으로 48만 원의 보험료(표준편차 78만 원)

를 지불하였는데 보험금은 이보다는 적은 30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보

험 가입으로 평균 18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 

농가는 보험 가입으로 양(+)의 순보험금을 기록하고 있었다. 보험금 수령 

농가의 보험금, 보험료, 순보험금의 표본평균(표준편차)은 각각 175(199), 

71(87), 104(1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율(보험금/보험료×100)의 평균

은 1,008.1%에 달해 보험료를 크게 상회하는 큰 폭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식 (13.2)의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에서 개별 농가는 부(wealth)에 대

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농가의 부에는 미곡 소득 외에도 농가

의 연초 자산이 반영된다. 농가 연초 자산은 농업용 연초 자산에서 농업

용 연초 부채를 제외한 값이다.(Pope and Just, 1991) 〈표 11〉에서 보

듯이 농가 연초 자산은 보험 가입 농가가 비가입 농가에 비해 크게 나타

났으나 그 차이는 미곡 수입에 비해 크지 않았다.

73) 「농가경제조사」의 농업피해보상금 항목에는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받은 보

상금인 가격(보험)보상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쌀 변동직불

금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3항, 「농어업

재해대책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농가가 정부 피해보상금을 받을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과 중복 보상이 이루

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 농가의 경우 쌀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농업피해보

상금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의 보험금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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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모형 추정 및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선 모형의 추정이 보험 가입 모형, 수입-지출 모형, 보험금 

모형,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때 각 모

형은 이전 단계 모형들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 모형의 추

정은 완전정보최대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이하 FIML) 

방법을 통해 동시에 할 수도 있으나 Greene(2012)은 결합분포를 형성하

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분포를 극대화하는 과정이 수치적으로 복잡한 

경우 단계별 ML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별로 개별 추정을 하되 이전 모형의 추정치를 이후 모형 추정에 활용하

는 4단계 ML 추정법74)을 이용하기로 한다. 식 (17)에서       는 

각각 보험 가입 모형, 수입-지출 모형, 보험금 모형,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에서 추정되는 파라미터 벡터를 의미한다. 이전 단계 파라미터 벡터

의 일치 추정치 은 다음 단계 모형 추정 시 이용된다.

  

        

      
         

(17)

정칙 조건(regularity conditions)하에서 ML 추정량은 일치성

(consistency), 점근 정규성(Asymptotic Normality), 점근 효율성

(Asymptotic Efficiency)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e, 2012, 

Theorem 14.1) 단계별 ML 추정 시 이전 모형의 추정치가 일치성을 갖는

다면 이후 모형의 추정치 또한 일치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점근 분산은 

이전 모형 추정치의 분산에 의존하게 되어 비일치성 문제를 낳는다. 이

에 대해 Murphy and Topel(2002)는 정칙 조건을 충족할 때 2단계 ML 추

정에서 두 번째 추정치의 수정된 일치 점근 분산-공분산 행렬(corrected 

74) R 패키지 `maxLik'을 이용해 추정하였다.(Henningsen and Toome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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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ptotic covariance matrix)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이 4단

계 ML 추정으로 이루어지므로 2단계 ML에서의 Murphy-Topel 분산 수정 

방법을 4단계까지 확장하여 분산의 비일치성 문제를 해결하였다.75)76)

모형의 추정은 작기의 초반부, 즉 보험 가입과 그 후 투입요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존재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따라서 ML 추정에 있어 

로그 우도 함수는 모형 내 모든 설명변수에 대한 조건부 형태를 띤다. 

조건부 ML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의 일치성을 위해서는 모형 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보험 가입 결정과 투입요소 결정에 대한 의사결

정 구조 사이에 확률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Horowitz and 

Lichtenberg(1993)는 보험 가입 모형과 화학물질 투입요소 모형의 오차항

들 사이의 상관성을 가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주

관·정진화(2014) 또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방지 노동 투입에 대한 보험 가입의 내생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다. Quiggin et al.(1993)은 보험의 전체적인 효과는 투입요소보다는 

생산 수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

험 가입의 내생성은 개별 투입요소보다는 수입에 대해 나타난다고 가정

한다. 둘째, 투입요소는 수입에 대해 사전적 결정성(predeterminedness)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즉, 농가의 생산 결정은 당해 연도의 자연 상태 

등 영농환경의 불확실성이 드러나기 이전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1. 모형 추정 결과

1.1. ET 모델

75) Horowitz and Lichtenberg(1993)과 김태균 외(2004)는 Heckman 선택 모델(selecti

on model)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해 회귀계수의 일치추정량을 도출해냈으나 분산의 

비일치성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한편, 권오상(2002)은 Kumbhakar(2002a)의 추정 

과정에 Murphy-Topel의 분산 수정 방법을 적용한 바 있다. 

76) 4단계 확장 결과에 대해선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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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모델은 식 (4)의 보험 가입 모형과 식 (5)의 수입-지출 모형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보험 가입 결정 모형은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며 이는 생

산자선호모형의 함수형태를 누적정규분포함수로 가정하는 것과 같다. 보

험 가입 모형의 추정치()는 개별 관측치의 IMR(Inverse Mills Ratio)77)

계산에 이용된다.

보험 가입 모형의 추정 결과와 Cholesky 분해,   를 이용하면 

수입-지출 모형은 식 (18)78)과 같이 보험 가입 결정 변수 와 IMR을 포

함하게 된다.(Horowitz and Lichtenberg, 1993) 이는 Terza(2009)에 따르

면 수입-지출 모형에 내생성을 유발하는 교란변수인 에 대해 조건부 

평균을 취한 것,   
     과 같게 된다. 한편, 

ET 모델에서 오차항 상관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는 식 (16)과 같이 개

별 관측치의 지역 및 시기 특성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가 된다.

Saha et al.(1997)은 JP 함수 추정에 있어 ML 추정법(Just and Pope, 

1978)은 FGLS 추정법(Just and Pope, 1979)에 비해 더 우월한 추정법임을 

보였다. FGLS 추정법에서 위험 함수의 파라미터 추정량은 점근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소표본에서는 편의를 갖는다. 이는 평균 함수의 파라미터 

및 분산 추정에 편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ML 추정법은 모든 

파라미터의 점근일치효율추정량을 제공하며 평균제곱오차(MSE) 측면에

서도 FGLS 추정법보다 더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지출 모형에서 

평균 함수뿐만 아니라 투입요소 위험 특성에 대한 추정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식 (18)에 대한 ML 추정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야코비안

(Jacobian)을 포함한 로그 우도함수는 식 (19)와 같이 구성되며 이로부터 

평균 및 위험 함수, 보험가입 여부, 오차항의 상관관계에 대한 파라미터

77) 


는 IMR 또는 위험률(hazard rate)로서 해당 관측치가 처치집단

(  )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해당 관측치가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경우 IMR 값은 작은 값을 나타내며 

결과 모형에 대한 선택 모형의 영향력 또한 낮아진다. 
  

는 비

처치집단(  )에 대해 적용한 위험률로서 IMR과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78) 본 연구에서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포함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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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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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식 (4)의 보험 가입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이전 연

도 미곡 수입, 즉 예상 미곡 수입이 클수록, 이전 연도 경지 면적이 좁

을수록 보험 가입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이전 연도 보상 경험은 보험 가입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보험료율의 대리변수인 지역 손해율은 보험 

가입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는 이전 연도의 지역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율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당해 

연도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대한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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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험료 보조는 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확인

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농가의 특성 변수 중 이전 연도 보험

가입 경험과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는 보험 가입 모형에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도에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 가입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49%p 유의하게 높았다. 이전 연도 정부 보조

금을 수령한 농가는 보험 가입 가능성이 53%p 높았으며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했다. 이는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높은 

농가일수록 보험 가입 의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경영주 연령은 반대

로 보험 가입에 음(-)의 영향을 주었으며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했다. 

이는 영농 경험이 축적될수록 자산이 많으며 영농이 다각화되어 있기에 

위험을 내부화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Smith and Baquet, 

1996) 이외에도 고령층의 경우에는 보험 제도를 이용한 위험관리 시스템

에 대한 이해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밖에 

경지 소유 비율이 낮을수록, DTA 비율이 낮을수록, 대졸자일수록,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보험 가입 경향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전 연도 농업 수입 집중도는 보험 가입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

다. 이는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수입 외에도 겸업 활동을 통한 수입과 자

본 및 노동을 이용한 사업외수입의 비중이 높은 농가는 위험분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농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영농활동에서의 위험분

산의 방법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한편 이전 연도 전업농가 여부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유의한 양

(+)의 효과를 나타냈다. 즉, 농작물 수입이 주요 수입원인 농가 중 수입

이 다각화된 농가일수록 보험 가입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영농 다각화의 대리변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모형 전

반적으로 일부 농가 특성 변수를 제외하고는 농가의 보험 가입 결정에 

대한 모형 내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 가입 모형의 

낮은 통계적 설명력은 선행연구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문제다.(Just and 

Calvin, 1990)

〈표 14〉는 식 (5)의 수입-지출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투입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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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상수항 -7.0487 110.8278 - -

이전 연도

미곡 수입
0.0180 0.0118 0.0043 0.0028

이전 연도

경지면적
-0.0010 0.0108 -0.0002 0.0026

이전 연도

보상 여부
-0.0482 0.2772 -0.0115 0.0652

이전 연도

지역 손해율
0.0020 0.0037 0.0005 0.0009

보험료 보조율 0.0128 0.0417 0.0031 0.0101

이전 연도

보험 가입 여부
1.5745 0.2358 *** 0.4890 0.0680 ***

이전 연도

경지 소유 비율
-0.0001 0.0021 0.0000 0.0005

이전 연도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
5.7877 110.7736 0.5340 0.0936 ***

이전 연도

DTA
-0.0042 0.0042 -0.0010 0.0010

경영주 연령 -0.2034 0.1078 . -0.0491 0.0258 .

경영주 대졸 여부 0.3984 0.3939 0.0953 0.0926

가구원 규모 0.1568 0.1207 0.0379 0.0290

이전 연도

농업수입 집중도
-0.0062 0.0040 -0.0015 0.0010

이전 연도

전업농가 여부
0.2264 0.1599 0.0541 0.0376

주 1)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2) 1단계 추정의 경우 ML 추정 분산과 수정 분산은 같음

   3) 한계효과는 개별 관측치의 한계효과의 평균

   4) 지역 및 연도 변수는 추정에 포함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음

   5) 로그우도 값: -249.6

〈표 13〉 보험 가입 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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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6)과 같이 표본평균에 대해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평균 수입 함수 

에서 개별 투입요소의 일차항 및 이차제곱항 추정치는 각각 표본 평

균에서 평가한 투입요소의 기대 한계효과와 기대 2계 미분값 추정치를 

의미한다. 투입요소는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가변 

투입요소 중에서는 농약비의 한계 효과가 높았으며 가족노동비는 상대적

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투입요소에선 자본비의 한

계효과가 토지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투입요소의 이계 미분값은 토지

비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 가변 투입요소의 경우 5% 유

의수준에서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험함수 에서는 모든 투입요소가 위험증가적인 것으로 추정되었

다. 위험 효과는 가족노동비와 자본비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투입요소들은 가족노동비, 고용노동비, 토지비였다. 위험

함수 내 가변 투입요소의 계수가 모두 0이라는 것, 즉    ∀은 가

변 투입요소에 대한 기대효용극대화의 최적화 관계식에서 위험선호함수 

가 투입요소 배분 및 생산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모

든 가변 투입요소에 대해 위험함수 내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Wald 검정 통계치는 약 35.7이며 유의수준 0.1%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된다. 따라서 위험선호함수 는 농가 투입요소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수입함수 및 위험함수 내 보험 가입의 효과는 모두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했다. 농가의 보험 가입은 평균 수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위험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입-지출 모형 내에서 

보험 가입의 영향이 모두 없다는 귀무가설의 Wald 검정 통계치는 9로 

나타나 5% 유의수준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를 설명하는 네 가

지 지역·연도 구분 더미 변수의 파라미터    는 모두 양(+)

의 값을 나타냈으나 시범사업·위험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했다. 네 가지 더미변수의 파라미터가 모두 0, 즉 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통계치는 8.7로 유의수준 10%에서 기각되었

다. 농가 특성변수 중에서는 경영주 연령만 수입 변동성에 유의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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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수정 표준오차

평균 수입 함수 

상수항 21.9791 0.6525 *** 0.6538 ***

종묘비료비 1.5322 0.3326 *** 0.3328 ***

농약비 3.4461 0.5337 *** 0.5364 ***

기타재료비 1.5761 0.4086 *** 0.4059 ***

가족노동비 0.5694 0.2253 * 0.2246 *

고용노동비 1.5585 0.1706 *** 0.1705 ***

토지비 0.6237 0.0635 *** 0.0635 ***

자본비 2.4583 0.4404 *** 0.4421 ***

종묘비료비^2 -0.0066 0.2677 0.2673

농약비^2 -0.2451 0.8956 0.8955

기타재료비^2 -0.4343 0.4797 0.4789

가족노동비^2 -0.1410 0.1190 0.1192

고용노동비^2 -0.0021 0.0606 0.0607

토지비^2 -0.0283 0.0083 *** 0.0083 ***

자본비^2 -0.6650 0.5660 0.5649

보험가입 여부( ) 1.3487 0.6201 * 0.6316 *

위험 함수 

종묘비료비 0.0363 0.0281 0.0282

농약비 0.0128 0.0398 0.0400

기타재료비 0.0476 0.0387 0.0386

가족노동비 0.0610 0.0213 ** 0.0213 **

고용노동비 0.0354 0.0158 * 0.0158 *

토지비 0.0309 0.0053 *** 0.0053 ***

자본비 0.0564 0.0364 0.0366

전업농가 여부 0.0231 0.0720 0.0721

경영주 연령 -0.1645 0.0512 ** 0.0512 **

경영주 대졸 여부 -0.3241 0.2574 0.2548

보험가입 여부( ) 0.1769 0.0802 * 0.0807 *

 8.3211 2.4581 *** 2.4556 ***

 시범·비위험 (
) 0.1894 0.4483 0.4479

본·비위험 (
) 0.3995 0.3120 0.3073

시범·위험 (
) 0.8116 0.2941 ** 0.2959 **

본·위험 (
) 0.3257 0.2991 0.3004

주 1)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투입요소 간의 교차항과 지역 및 연도 변수는 추정에 포함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음

   3) 로그우도 값: -1,753.8

〈표 14〉 수입-지출 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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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 경력이 수입 변동성이 낮추는 데 주

효한 요인이었다. 경영주가 대졸 이상일 경우 수입 변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전업농가는 수입 변동성이 큰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연도의 효과가 없다는 귀무

가설과 지역의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의 Wald 검정 통계치는 각각 

34.7, 33.6이며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기각되었다.

1.2. 보험금 모형

식 (9)의 보험금 모형에서 개별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로 구분된다. 식 (9)와 (10)에

서            ≤
임

을 고려하면 각 경우에 대한 (결합)확률79)을 구할 수 있다(식 (20)). 닫힌 

형태(closed form)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부분이며 

  에서의 표본 단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분 과정을 포함한다. 보

험금 모형의 로그 우도함수     는 ∑  
 ln이며 이를 통

해 보험금 모형의 파라미터와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

      
    

∙      
    

∙  
  

(20)

79) 결합확률분포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선 Lai(201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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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 따르면 식 (9)의 보험금 모형 추정 결과는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입 증가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수입의 약 

21.8% 정도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험가입금액의 대리변수인 이전 

연도 미곡수입의 계수에 대해선 농가의 전손실 시 보험가입금액의 약 

9.4%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추정치 표준오차 수정 표준오차

이전 연도 미곡수입() 0.0941 0.0236 *** 0.0309 **

미곡 수입() -0.2177 0.0365 *** 0.0426 ***

 2.6849 0.1997 *** 0.2607 ***

주 1)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2) 로그우도 값: -502.6

〈표 15〉 보험금 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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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했을 때 조건부 기대 보험금은 식 (21)과 같이 구할 수 있

으며 적분 과정을 포함한다. 〈그림 12〉는 기대 보험금 곡선으로, 기대 

보험금을 평균 수입인 와 수입의 표준편차인 에 대해 값을 기

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12-(1)〉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평균 수입 변화에 따른 기대 보험금 곡선을 나타낸다. 평균 수입이 

증가할 때 기대 보험금은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며 평균 수입이 3천만 원 

이상인 구간부터는 평균 기대 보험금이 0과 매우 가까워짐을 알 수 있

다. 한편 평균 수입이 같을 때 기대 보험금은 값과 음(-)의 관계가 있

다. 즉, 역선택 경향이 심해질수록 기대 보험금이 증가해 보험 운영사의 

손실을 높이게 되는 보험 계리적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식 (10)의 보험

금 모형의 오차항   이 보험 가입 모형의 오차항 와도 상관

성()이 있고 이때 상관계수의 부호는 와 반대된다는 점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 12-(2)〉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입의 표준편차가 

증가함에 따라 기대 보험금이 점차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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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정도는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림 12-(1)〉과 마찬

가지로 기대 보험금과 값은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수입 변동성

이 같더라도 역선택 경향이 심해질수록 기대 보험금이 상승하게 되며 보

험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12〉로

부터 투입요소 증가가 기대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은 투입요소의 기대 한

계 효과와 위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투

입요소의 위험 특성이 같을 때 평균 수입에 대한 투입요소의 한계 효과

가 클수록 투입요소 증가에 대한 보험금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나타

날 것이다. 반대로 투입요소의 기대 한계 효과가 같을 때 투입요소가 위

험증가적일수록 투입요소 증가에 대한 보험금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투입요소 수준에 따른 보험금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

록 도덕적 해이의 효과로 인한 투입요소 감소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투입요소 감소의 효과는 투입요소의 한계 효

과가 작을수록, 투입요소가 위험 증가적일수록 크게 나타나게 된다. 

(1) 평균 수입() (2) 수입 표준편차( )

주 1) 설명변수 이외의 변숫값은 보험 가입 농가의 표본평균을 이용함

   2) 단위: 백만 원

〈그림 12〉 기대 보험금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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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

식 (13.2)의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의 오차항 벡터   는 서로 확

률적으로 독립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4단계 추정에서 추정량

의 일치성을 위해선 식 (22)와 같이 가 이전 모형의 오차항인   와 

확률적으로 독립임을 가정해야 한다. 만일 상관관계가 있다면 단계별 추

정법은 연립방정식 편향(simultaneous equation bias)을 발생시키므로 

FIML 등을 통한 동시추정법으로 접근해야 한다.(Chavas and Holt, 1996) 

최적 의사결정 관계식 간의 교차 방정식 제약(cross-equation restrictions) 

문제 또한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식 (23)의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

형의 로그 우도함수는 5가지 가변 투입요소인 재료비(종묘·비료비, 농

약비, 기타재료비), 노동비(가족노동비, 고용노동비) 모두에 대해 식 (1

3.2)가 성립하는 조건을 나타낸다. 또 개별 관측치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AR 함수의 파라미터와 최적 투

입요소 결정 모형의 오차항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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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은 식 (13.2)의 최적 투입요소 모형 추정 결과이다. 식 (15)의 

AR 함수에 대한 추정 계수 중 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 분석 대상 농

가는 DARA 형태의 위험선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DARA는 

   을 의미하며 이는 〈그림 13-(1)〉에서 DR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부의 영역에서 AR은 양(+)

의 값을 가져 농가가 위험회피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AR 함

수의 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4단계 

ML 추정의 수정된 분산을 적용했을 때에는 추정 계수의 표준오차가 급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 

역시 Wald 검정 통계치가 0.04로 나타나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지 못

했다. 이는 농가들의 위험선호 구조가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기

보다는 AR 함수의 적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표 

14〉의 수입-지출 모형 추정 결과에서 가변 투입요소의 위험함수 내의 

추정치 표준오차 수정 표준오차

 3.0143 2.0730 15.5302

 -0.0125 0.0086 0.0647

 2.0661 0.0836 *** 0.4982 ***

 2.3753 0.0960 *** 0.7502 **

 1.8736 0.0757 *** 0.4006 ***

 1.9950 0.0806 *** 0.4189 ***

 2.8017 0.1132 *** 1.4073 *

 1.6521 0.0709 *** 0.5407 **

 1.8436 0.0792 *** 0.4655 ***

 1.9590 0.0840 *** 0.3805 ***

 1.7496 0.0750 *** 0.3550 ***

 1.8716 0.0803 *** 0.8287 *

주 1)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2) 
 = 223.8만 원

   2) 로그우도 값: -6,114.7

〈표 16〉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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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실제로 〈그림 13-(2)〉에

서 위험선호함수 는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였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0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농가는 위험회피적이며 위험선호함수 

θ는 농가 투입요소 배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농

가의 위험선호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선 AR의 형태에 대한 더 신축적인 

형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정보 비대칭성 실증 결과

고위험그룹은 상대적으로 영농의욕이나 방재시설에 대한 대비 수준이 

낮아 도덕적 위험까지 우려되는 그룹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역선

택 효과와 도덕적 해이의 효과는 맞물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이경룡·

유지호, 2007) 실제로 〈표 17〉에서 국내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시장 내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주관·정진화(2014)의 경우, 

(1) 부에 대한 AR과 DR 그래프

   (단위:백만 원)

(2) 에 대한 커널(kernel) 밀도함수

〈그림 13〉 AR, DR, 위험선호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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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을 시도하였으며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

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

비위험 & 시범사업      exp 

비위험 & 본사업      exp

위험 & 시범사업      exp 

위험 & 본사업      exp 

(24)

식 (5), (16)의 수입-지출 모형 내 상관계수 의 추정치는 식 (24)와 같

이 지역 및 시기별 구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표 18〉에서 시범·

본사업 및 비위험·위험지역 구분에 따른 의 추정치는 모든 경우 음(-)

의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에서 시범사업-

선행연구 실증 결과

김태균 외

(2003)

·2002년과 2003년 사과 품목의 농작물보험시장에서 지역별 

역선택은 존재하지 않음

이경룡·유지호

(2007)

·고위험가입자군에서 2005년과 2006년 사과 품목의 농작물

보험시장에 역선택 위험 존재

유지호

(2011)

·2006년부터 2009년 사과 품목의 농작물보험시장에 역선택

은 존재하나, 역선택에 대한 학습효과는 없음

김태균 외

(2004)

·2002년도 사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 재해예방 노

동력 투입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

최경환 외

(2010)

·2001~2009년 사이 과수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농작

물재해보험 시장에 역선택 가능성이 나타남

·경험요율 제도가 도덕적 해이 문제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덕적 해이에 관한 학습효과가 있음

이주관·정진화

(2014)

·2008~2012년 벼 상품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에 역선택과 도

덕적 해이가 존재

〈표 17〉 국내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실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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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에서만 나타났다. 비위험지역의 경우 벼 상품의 시범 및 본사업 

기간에 걸쳐 역선택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위험 지역의 경우 시

범사업 기간에는 역선택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본사업 기간에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상품의 미비점을 보완한 결

과이거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제도가 제기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극심한 역선택 효과는 보험 사업자

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역선택 효과의 개선은 보험 사업의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11〉의 벼 품목에서 

지역별 보험료율 증가율과 보험가입금액 비중 증가율의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은 보험 가입 및 비가입 농가 간의 정책효과

(policy effect)에 대한 문제이다. 정책의 대상이 무작위로 선정되었을 경

우, 즉 정책의 외생성이 담보된 경우 처치집단의 결과는 비처치집단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엔 보험 가입

의 내생성이 있으며 정책변수인 보험 가입 여부와 결과변수인 수입 모두

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변수 가 존재한다. 따라서 처치집단의 대상들은 

비처치집단의 대상들과 구조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한 

집단 간 비교방법을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80).(Terza, 2006)  

지역 시기 추정치( ) 표준오차 수정 표준오차

비위험

시범사업 -0.0944 0.1697 0.2221

본사업 -0.1971 0.1395 0.1499

위험

시범사업 -0.3849 0.1274 ** 0.1252 **

본사업 -0.1614 0.1437 0.1457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8〉 역선택 실증 결과 :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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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   
   

 (25)

과 이 각각 보험 가입 집단과 비가입 집단에서의 반응 변수라고 

할 때 보험 가입의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이하 ATE)

는 식 (25)와 같이 나타난다. 
는 농가 모두가 보험 가입 대상(  )이 

되는 가상적 상황에서의 반응을 나타내며 
는 그 반대의 경우(  )를 

의미한다. 즉, 식 (25)의 ATE는 모든 농가가 보험 비가입 상태에서 가입 

상태로 바뀌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직 선택변

수 에 의해 설명되는 반응변수 의 평균적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는 대상이 실제와 다른 정책에 놓여있을 때의 반응 또한 필요로 하므로 

ATE를 통한 정책효과 분석은 필연적으로 결측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Terza(2009)에 의하면 특정 조건하에서  
   ≃       

     ∈       가 성립81)하며 이에 따라 ATE의 점근 일

치 추정량은 표본 평균값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반응변수 이 식 (18)

의 수입 와 같다면      이 성립하므로 평균 수입의 ATE는 식 

(26.1)과 같이 단순히 이 된다. 도덕적 해이 효과의 실증 대상은 평균 

수입 이외에도 수입 변이계수   , 최적 투입요소 수준 

  
가 있으며 개별 ATE의 점근 추정치는 식 (26.2), (26.3)과 같이 

표본평균 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80) 황덕연(2018)은 「농가경제조사」 10차 표본(2013~2017년)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 변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5년 간 보험에 가입했던 농가

와 한번도 가입하지 않았던 농가의 농업총수입 변이계수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하

고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은 농가의 농업총수입 변동 폭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이는 보험 가입의 내생성을 반영하지 않고 두 

집단 간 단순한 전후 비교 방법을 이용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81) 구체적으로는 선택변수  에 대한 조건부 반응변수 의 관측 가능한 데이터가 

반사실적 반응변수 
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informative) 할 때 일치성이 성

립한다. 이는 [Ω, v]가 반응변수 에 영향을 주며 선택변수  와도 관련성이 있는 

가능한 모든 인자들을 포괄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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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   
   



   
       

     
≃                         

(26.1)

                          
 

단      

ATE ≃ ∑            (26.2)

ATE ≃ ∑ 
      

      (26.3)

최적 투입요소 수준  ∈ 는 오차항 를 제외한 식 (13.2)를 동시

에 만족하는 가변투입 요소 수준 벡터이다. 이때 가변 투입요소를 제외

한 고정 투입요소(토지비, 자본비)와 기타변수는 개별 농가의 값으로 고

정하였다. 한편 도덕적 해이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부트

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한다.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추출 시 지역별 표

본 배분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표본 추출의 기준을 연도(5), 지역(8), 

보험 가입 여부(2)로 하여 전체 농가를 80개 집단으로 세분하였고 각 집

단 내에서 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200번의 표본결합추출(paired sam-

pling)을 통해 얻은 부트스트래핑 추정치들로 각 ATE의 점근 표준오차를 

계산해 통계적 유의성을 판별하였다.

평균 수입에 대한 보험 가입의 효과는 식 (25.1)과 같이 단순히 , 즉 

수입-지출 모형에서 평균 수입 함수 내 보험 가입 여부 변수의 파라미터

가 된다. 〈표 14〉에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평균 수입을 약 134만 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했다. 〈표 19〉는 

수입의 변이계수에 대한 도덕적 해이 효과 실증 결과를 보여준다. 보험 

가입 시 수입의 변이계수는 시범 사업의 경우엔 감소하였으나 본사업으

로 전환되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지역의 본사업의 경우

엔 수입의 변이계수가 표본평균 대비 약 3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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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그룹에서 ATE의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

다. 

〈표 20〉은 최적 투입요소 사용 수준에 대한 도덕적 해이 효과의 실

증 결과를 보여준다. 종묘비료비, 농약비, 가족노동비의 경우 보험 가입 

시 투입수준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재료비는 경우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비

의 경우 수준 변화의 방향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동폭은 종묘비료비와 가족노동비의 경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

위험지역·시범사업의 경우 각각 표본 평균 대비 46%, 65%까지 감소하

였다. AT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가족노동비에서만 나타났으며 비위

험지역·본사업을 제외하면 모든 경우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였

다. 

도덕적 해이 효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최적 노동 투입 수준에서 

나타났다. 가족노동비의 최적 투입요소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고용

노동비의 최적 투입요소 수준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4〉의 

수입-지출 모형 추정 결과에서 두 투입요소는 위험증가적인 것으로 나타

났는데, 〈표 9〉에 따르면 이는 두 투입요소에서 도덕적 해이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노동비에서 도덕적 해이 효과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4>에서 가족노동비가 다른 가변 투입

지역 시기 가입 비가입 ATE

표본평균

대비 비율 

(%)a

ATE

부트스트랩

표준오차b

비위험
시범사업 0.36 0.37 -0.02 -4.2 0.5348

본사업 0.65 0.52 0.13 19.4 3.9847

위험
시범사업 0.32 0.33 -0.01 -3.4 0.0492

본사업 0.49 0.24 0.25 35.5 0.2132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a: 수입 변이계수의 각 그룹 내 표본평균 대비 ATE 비율

b: 200회 부트스트랩 표본추출 결과

〈표 19〉 도덕적 해이 실증 결과 : 수입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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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시

기

가변

투입요소

가입 비가입 ATE
표본평균

대비 비율 

(%)a

ATE

부트스트랩

표준오차b(단위: 100만 원)

비

위

험

시

범

사

업

종묘비료비 - 3.87 4.78 -0.91 -45.5 0.8967

농약비 - 2.12 2.27 -0.15 -18.9 0.4282

기타재료비 - 0.45 0.41 0.04 3.3 0.3713

가족노동비 RIc 1.15 3.10 -1.95 -64.6 0.9355 *

고용노동비 RI 3.09 3.35 -0.26 -12.1 2.1565

본

사

업

종묘비료비 - 4.29 5.03 -0.74 -35.8 0.846

농약비 - 2.24 2.35 -0.11 -10.2 0.3916

기타재료비 - 0.39 0.33 0.05 3.2 0.3607

가족노동비 RI 1.38 3.17 -1.79 -42.5 0.9268 .

고용노동비 RI 3.02 2.86 0.16 6.8 1.9780

위

험

시

범

사

업

종묘비료비 - 3.59 4.33 -0.74 -31.1 0.8431

농약비 - 2.11 2.25 -0.14 -12.8 0.4362

기타재료비 - 0.51 0.41 0.11 8.0 0.3780

가족노동비 RI 0.99 2.96 -1.97 -62.5 0.9853 *

고용노동비 RI 3.54 3.22 0.32 10.1 2.0916

본

사

업

종묘비료비 - 4.05 4.90 -0.85 -31.5 0.8382

농약비 - 2.34 2.50 -0.16 -11.6 0.4085

기타재료비 - 0.76 0.63 0.12 6.6 0.3583

가족노동비 RI 1.10 3.19 -2.10 -46.1 0.8897 *

고용노동비 RI 3.73 3.64 0.09 2.9 2.0543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a: 개별 투입요소의 각 그룹 내 표본평균 대비 ATE 비율

b: 200회 부트스트랩 표본추출 결과  

c: RI, RD, -는 각각 투입요소의 위험 특성이 위험증가적, 위험감소적, 불분명을 의미

〈표 20〉 도덕적 해이 실증 결과 : 최적 투입요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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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비해 평균 수입 증가 효과는 낮고 위험증가 효과는 높은 것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 즉, <그림 12>에 따라 가족노동비의 보험금 곡선이 

완만하여 보험 가입의 도덕적 해이 효과가 두드러진 것이다. 그러나 수

입의 변이계수에서 보험 가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수입 변

동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보

험 가입으로 평균 수입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점은 평균 수입에서 보험 

가입의 순기능, 즉 위험감소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

서 최적 노동 투입 수준에서 확인되는 도덕적 해이 효과는 보험 가입의 

위험감소 효과를 넘어설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비한 제도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다.(Juan et al, 2019)

뚜렷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농가의 동태적 의사

결정 과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농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생

산의 내생성을 동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Tar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개별 농가의 보험료를 외생적인 요소로 보는 단기적 의사결

주: 〈표 20〉에서 가변 투입요소별 ATE 값의 표본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임

〈그림 14〉 보험 가입에 따른 최적 투입요소 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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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형을 가정하였다. 당해 연도 농가의 생산행위가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등의 미래 보험계약 조건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

다. 그러나 〈표 16〉의 최적 의사결정 모형의 추정 결과, AR 함수 추정 

계수의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기적 의사결정의 가정하에선 농

가의 최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농가의 실제 보험 및 생

산 관련 의사결정은 동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 

20〉의 최적 투입요소 수준에 대한 실증 결과는 실제 농가의 도덕적 해

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 단지 개별 농가가 단

기적 의사결정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

이 효과의 가능성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Makki and Somwaru(2001)는 농작물 보험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역선택 문제로 나타나며 실제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

다고 보았다. 농업에서 손실 위험은 대부분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에 의

한 것으로 농가는 이러한 외생적 요소들에 의한 손실 분포에 영향을 미

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또 자기부담제도 등의 정책은 농가의 실제 보

상 수준을 상당히 낮추게 되어 도덕적 해이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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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농가의 

보험 가입과 생산 결정 행위를 통해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 모형, 수입-지출 모형, 보험금 모형, 최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을 총 

네 단계에 걸쳐 추정하였다. 보험 가입 모형과 수입-지출 모형으로 이루

어진 ET 모델 내의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역선택 효과를 실증하

고자 하였다.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의 평균 수입, 수입 변이

계수, 최적 투입요소 수준의 ATE를 확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가입면적 및 보험가입금액 등의 측면에서 비중이 매

우 높은 벼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통계청의 「농가경제

조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실증 결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벼 품목 시장에서 역선택 효과가 개선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시범사업 시기 위험지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던 

역선택 효과는 본사업 시기로 접어들면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보험 

가입의 효과는 수입 변동성에 대해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 

수입은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 가입의 위험감소 효과

가 확인되었다. 도덕적 해이 효과는 최적 노동 투입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아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한편, 실증 결과를 통해 농가의 실제 의사결정은 미래 

보험계약 조건에 대한 생산의 동태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실증했던 선행

연구들은 한결같이 시장 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주관·정진화(2014)은 2008~2012년 벼 상품 시장

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역선택 효과가 개선되었으며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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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의 농작물재해보험 시장 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험 정책은 현재의 낮은 보험 수요를 타개하기 위한 보장 확대 및 차등

화 등 보험 가입률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역선택의 문제

가 개선됐을 뿐 여전히 보험 시장 전체에 역선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역선택과 관련한 제도적 점검은 필수적이다. 즉, 현재 역선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우량 농가의 

보험 가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시장 내 도덕적 해이 효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 완화가 단행되어야 한다. 지

나치게 엄격한 설계로 인해 보험의 위험감소 효과 및 농가의 보험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노동 투입 수준에서 도덕적 

해이 효과의 가능성은 발견되므로 제도 개편은 제도 본연의 기능을 침해

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역선택 문제

정부 주도의 직불제나 피해보상금과는 달리 농작물재해보험은 기본 도

입 취지는 보험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여 농가 자체적인 위험 관리를 유

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제129조에서는 보험료 산출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과도성(not excessiveness)의 원칙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

으면 보험 계약자 및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적정성(adequacy)은 보험 사업자가 담

보하는 손실에 대해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험

료는 수지상등의 원칙, 즉 보험 가입 집단의 보험료와 기대 보험금이 일

치하도록 산출되어야 한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으면 보험 사업자의 손

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보험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마지막

은 비차별성(no unfairly discriminatory)의 원칙으로 보험료는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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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산출된 보험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 경우 이는 보험 

가입률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82)

기존의 지역 보험료율 제도하에서는 위험과 보상의 괴리가 발생하여 

보험료의 비차별성 원칙상 문제가 있었다. 이는 역선택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며 보험 가입률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공정한 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료율 시스템이 필요하다. 

임소영 외(2018)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인근 지역 간 보험료율 

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가의 수용성 증대를 위해 지역 간 요율 격

차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역별 요율산

출 단위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요율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 상대도 방식, 대재해 피해실적 분산 방식, 요율 평활방식, 요율상한

제를 고려하였다. 대안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벼(2017년 요율 기준), 사

과·배(2018년 요율 기준) 품목의 요율 격차 축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요율상한제가 최고 요율을 크게 감소시켜 요율 격차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요율상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

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요율상한제는 위험지역의 요율 하락폭이 

큰 만큼 보험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곧 정부의 재정 부담으

로 이어진다. 또 다른 방안에 비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

능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상대적

으로 적은 제한상대도 방식으로의 전환하여 지역 요율 격차 완화를 위한 

장치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요율 체계는 해당 지역의 사업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최근에 재해 피해가 없었더라도 과거 대재해 피

해 기록으로 인해 손해율이 과다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선 미국 종합위험농작물재해보험(MPCI)의 요율 산출 방식을 참고할 필요

82) 이외에도 보험료는 안정성(stability), 신축성(flexibility), 사고예방적 역할의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김진한·민재형, 1994) 즉, 보험료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

험도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며 보험료는 손해 발생의 빈도 및 심도를 줄

이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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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황덕연, 2018) MPCI의 경우 과거 10년의 지역 기록으로 보험료

율을 산정한다. 또 대재해에 대해서는 이상치로 간주하여 보정하는 과정

을 거친다. 과거의 손실 비용 비율에 대하여 상위 20%를 대재해손실비

율(Catastrophic Rate)로 설정하고 그 수준을 넘는 값들을 대재해손실비

율값으로 전환하여 손해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별 위험발생률을 지역 단위 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자연 재해를 바탕으로 권역(zone)을 설정하고 각 권역별 요율을 산출해

야 한다.(임소영 외, 2018) 그러나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우

박, 동상해, 강풍 등 다양한 재해를 포함하는 재해지도는 작성이 되고 

있지 않다. 또 각 재해지도가 완성되더라도 보험 상품이 다수의 재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미국은 지역요율 산출 단위로 카운티(county)를 두고 있으

나 필요한 경우 카운티를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요율 산출 단

위인 시·군 단위 행정구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 특성을 최

대한 반영한 보험료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황덕연, 2018)

궁극적으로는 요율 결정에 있어 지역보다는 개인 경험실적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김성섭(2017)은 기

존의 할인·할증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의 경험실적만을 반영하는 

할인·할증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전분포(평균 사고발생빈도의 분포, 평

균 사고규모의 분포)에 개인의 품목별 사고발생빈도와 사고규모를 결합

하는 베이즈 정리에 기반을 둔 할인·할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보

험 가입 초기에는 보험료가 사전분포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만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사전분포보다는 개인의 사고실적이 보험료 결정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존의 할인·할증 시스템과는 달리 보험 가입자의 기대위험과 보험료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 개인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보험료와 보험금의 격차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

업의 안정성에 대해 더 뛰어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농가의 평균 생산성에 대한 평년수확량의 예측성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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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선 농가의 생산 변동성 관련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야 한다. 

우선 농가의 비료 및 제초제 투입량에 대한 정보는 농가의 생산 변동성

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Juan et al., 2019) 농가는 농지의 생

산성 및 제초 및 병해충 피해 가능성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농가의 비료 및 제초제 사용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

기 때문이다. 과수의 생육년수, 토질 및 경작방법 등에 대한 정보 또한 

농가의 실제 생산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이경룡·유지호, 2007) 단, 

농가 정보의 수집은 생산 변동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를 대상으

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Just and Calvin(1994)과 Goodwin(1994)은 교

육 수준, 영농 경험, 채무 상태 등과 같은 농가의 일반적인 특성이 농가

의 생산 변동성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정보 수집을 위해선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 정보에는 개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일반현

황, 농지·축산정보 등 5개 부분 총 56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작

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한

편 정책보험으로 운영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농가 개별 정보에 

따라 인수조건을 차별화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Makki and Somwaru, 2001) 따라서 생산 변동성 관련 정보

의 활용은 고위험 가입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위험가입자

까지는 역선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과거 손해경험이 있

는 가입자 등 고위험가입자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

문이다.(이경룡·유지호, 2007) 

  

1.2. 도덕적 해이 문제

적정 자기부담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다. 지

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장은 보험의 순기능인 위험감소효과의 감소로 이

어지고(Ramaswami, 1993),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역선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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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Quiggin et al., 1993) 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보장은 보험금 지급 가능성과 액수를 급격히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Babcock and Hennessy, 1996) 따라서 

자기부담비율 개선은 보장수준을 확대하여 보험의 위험감소 기능을 제고

하고 우량농가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 효과를 방지하여 

보험의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83)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효과 수준이 미미한 데 비해 자

기부담비율 선택에 대한 제약이 높은 편이다. 이를 위해선 낮은 자기부

담 수준에 대한 선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률이 50%로 고정되어 있는 현 상태에선 농가로 하여금 높은 

보장수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낮은 자기부담 수준에 대해선 보험료 지원 비율을 낮춰야 한

다. 농가가 높은 보장 수준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

야 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대재해 피해 발생 시에는 위

험감소 효과를 위해 예외적으로 자기부담제도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 임

윤택(2019)은 대재해 발생 시 방재활동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가 현

실적으로 어려우며 영농 부자재에 대한 피해도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

여 대재해 발생 시 피해율과 연동하여 자기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특별약관으로 두고 과거 손해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량계약자의 농작물재해보험 유입을 유도하

고 손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도덕적 해이 관련 제도의 완화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보장 사건(insured event) 발

생 시에만 조건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

다.(Quiggin et al., 1993) 즉, 지역의 평균 생산이 사전에 정한 수준에 미

83) 도덕적 해이 문제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개별 농가의 

실제 생산 수준과 관계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Cha

mbers(1989)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 수준을 개별 농가의 생산 

수준과 별개로 산출하는 것은 차선책(second-best)이 아님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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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거나 사전에 설정된 대재해 요건 충족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농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1.3. 보험 가입률 제고 문제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사고환급제의 재도입 및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사고 환급보장 상품은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농가가 방제를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소요했다고 간주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 형태로 환급·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벼 품목 가

입률의 상승 요인이었으나, 보험논리를 위배한다는 정부 입장으로 16년

도 4월 벼 상품을 마지막으로 판매가 중단 되었다. 그러나 무사고환급 

보험금은 농가의 사고 예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가와 보

험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비용이므로 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벼 외에 

다른 품목으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이주연, 2019)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소농에 대한 보험 가입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소농은 자발적인 재난 및 복구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가입규모 또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보험료 보조는 소규모 혹은 저소득 농가의 보험 가입 

유인을 제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감사원, 2019) 2019년 기준 현재 

경지면적 1ha 미만의 소농의 2019년 전체 가입 비중은 65.2%로 1ha 이

상의 중대농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체 농가 대비 가입률84)은 

소농과 중대농 각각 27.8%, 35.6%로 소농의 가입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의 보험 가입률이 낮을 때 정부 보조는 부농으로 집중되

고 소농은 여전히 자연재해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농작물재해

84) 전체 농가는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의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농림어업조사」는 농가뿐만 아니라 임가, 어가 또한 포함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자격으로 최소 경작면적을 두고 있으므로 전체 농가 대비 가입 비율은 실제

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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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해진다. 따라서 영농 규모 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차등화하여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소농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내 다른 

정책 보험에서는 정부 보조가 가입 규모 또는 소득 수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에 따라 어

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선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풍수해보험법」제3조

에 따라 풍수해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외에 `차

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구분을 두어 소득 수준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한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위

해 낮은 보장 수준의 상품을 100% 지원한다면 시장의 보험가입률을 제

고하는 동시에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태균·임청

룡(2014)은 정책 효율성 지표를 이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보험료 지원방식에 

비해 보장수준 50%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더 높은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 가입 유인의 확대는 귀농인 및 창업농 등의 신규 농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신규 농업인은 영농 기반이 약하고 방재기술이 부족하

기 때문에 영농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크

다. 그러나 현재의 요율 산출 체계상 신규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존의 지역 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고요율 지역의 신규 농업인에게는 보

험 가입이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손해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전 지역 농가들의 손해율이 적용된 지역요율을 그대로 적용받

는 건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지

원 비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한시 동결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

가 있다.(임소영 외, 2018)

농가는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농가의 보험 수요를 제고하기 위해선 농업수입보장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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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입보험은 가격 변동과 수량 변동을 모두 반영하

여 품목별로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부터 일정 수준의 생산자의 수

입을 보장한다. 현재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위험관리수단으로서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원호 외(2013)는 확실성등가수입 변화량을 통한 수입보

험 가입의 생산자 후생 증가액을 분석하였는데 수입보험의 경우 기존의 

수확량 보장 보험 대비 생산자 후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원호 외(2013)에서 수입보험의 한계로 지적했듯이, 수입보험

을 확장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자연재해에 기인하는 

생산량 변동과는 달리 가격변동의 경우 우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실제수입 산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농가의 실제수입 산출에서 객관적인 농판가격을 적용하지 못하고 

수확기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품질 생산 농가들의 가

입이 증가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Makki and 

Somwaru(2001)는 고위험 농가가 수입보장보험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셋째, 수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특성상 수입보험은 보

험 가입 품목의 생산량 증가라는 생산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 있

다.(Turvey, 1992)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정부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수입보장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을 뿐더러 피해 발생 여부와 상

관 없이 모든 가입 농지에 대해 수확량 조사가 실시된다. 따라서 다른 

품목에 비해 위험률 및 손해조사비가 높으므로 보험료 또한 증가하게 된

다.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85) 따라서 향후 수입보험을 확장함에 있

어 대상 품목은 정책적 중요도, 농가의 가입 가능성, 생산액 및 가격 변

85) Babcock and Hennessy(1996)은 가격과 수확량 간의 음(-)의 상관성이 있을 때 

수입보험의 경우 도덕적 해이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수확량 보장 

방식이 수입 보장 방식으로 전환됐을 때 단위 면적당 평균 보험금은 현격히 감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농가 실제수입에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가격과 수확량 간의 음(-)의 상관성로 인한 수입의 자연 헤지 효과라고 볼 수 있

다. 현재 농업수입보장보험에서는 실제수입에 시장가격과 보장가격 중 낮은 가격

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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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기준86)으로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한계 및 추가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하는 방

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식 (11)의 기대효용 극대화 모형에서 농가 간 위험 태

도가 같고 위험에 대한 동일한 기대치를 형성하며 동일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들은 농가의 보험 관

련 의사결정을 설명함에 있어 지나친 제약일 수 있다. 보험 가입 문제에

서 농가 간의 위험 태도에는 이질성이 있으며 이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Smith and Goodwin(1996)은 위험추구 농가는 위험회피 농가에 

비해 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이 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Tong et al.(2018)은 농가의 위험회피 수준이 매우 높을 땐 오히려 농가

의 보험 가입 유인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보험의 보상절차가 복잡

하고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기 힘든 구조라면 위험회피 수준이 매우 높은 

농가는 보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Garrido and 

Zilberman(2008)은 수입이 감마 분포를 따르고 효용함수가 CARA 형태일 

때 농가의 위험 태도와 보험 가입 간의 비교정태적인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효용 손실보다 수입의 불

확실성에서 초래되는 효용 손실이 더 많이 증가할 경우 농가의 AR과 보

험 가입은 양(+)의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보험의 공제수준이 높거나 보

험료 비용이 매우 클 경우 위험회피도의 증가는 보험 가입 유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위험에 대한 기대치는 농가의 보험 가입 결정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농가의 확률변수 분포가 동일하다

는 것은 지나친 제약일 수 있다. 급격한 기술 변화에 직면할 때 개별 농

86) 정원호 외(2013)는 세 기준 중 변동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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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고유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따라 다른 속도로 기술 정보를 받

아들이게 된다. 즉,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모든 농가가 위

험에 대한 동일한 기대치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Antle, 

1987) 우량 농가와 비우량 농가 사이의 생산 기술의 차이 또한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술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으로 인

한 농가 간 생산 기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Kumbhakar(2002a)는 생산 모형 내 기술 비효율성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

으면 최적 투입요소 수준, 위험 선호 함수, 위험 선호 구조 추정에 있어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 기술과 위험 선호 파라미터를 단계별로 추정하였

다.87) 그러나 만약 투입요소가 내생적이라면 JP 생산함수에서 파라미터 

추정치는 비일치성을 띄게 된다. 특히 JP함수에서 단계별 추정치의 편의

는 위험함수에 대한 파라미터에서 크게 나타나게 된다.(Saha et al., 

1994) 이러한 생산 기술 파라미터의 비일치성은 그 다음 단계인 위험 선

호 파라미터 추정에 비일치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투입요소의 내생

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선 생산 기술과 위험 선호 파라미터를 동시 추

정(joint estimation)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물과 투입요소를 모두 내생적 

변수로 보고 생산 함수와 요소 수요 함수 체계를 NL3SLS나 FIML 방법

으로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다. 동시 추정법은 교차 방싱식 제약과 오차

항 사이의 상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오차 추정치가 단

계별 추정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Saha et al., 1994) 따라서 추후 JP함수를 이용한 연구에서

는 Hausman 검정 등을 통해 투입요소와 오차항 간의 독립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Love and Buccola, 1991) 내생성이 확인된 경우 동시 추

정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모형 추정에 있어서 정규분포를 가정하였으나 이

는 지나치게 강한 가정일 수 있다. JP 함수에서 확률변수는 정규분포를 

87) 본 연구는 Kumbhakar(2002a)의 단계별 ML 추정법을 이용하였으나 해당 연구는 

오차항에서 산출물 및 투입요소로의 Jacobian 변환을 포함하는 FIML 추정법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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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만 이는 투입 요소가 위험 분포의 3차 또는 그 이상의 적률에 미

치는 잠재적 영향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Antle, 1983) 통상 작

물 생산의 분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분포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베타 분포는 양(+) 또는 음(-)의 왜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포 가정이 될 수 있다.(Babcock and Hennessy, 

1996) 한편, 수입-지출 모형에서 비정규성을 가정할 시 ET 모델에서 

Cholesky 분해를 통한 추정이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선 Terza(2009)의 

EOM(Extended Olsen model)을 이용할 수 있다. EOM에서는 통상적인 ET 

모델뿐만 아니라 선택 방정식 및 결과 방정식의 정규성을 요구하지 않으

며 다항 선택 모형이나 다변량 결과 모형에도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최

적 투입요소 결정 모형의 오차항에 대한 분포 가정 또한 완화될 수 있

다. Kumbhakar(2002a)는 분배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이 비정규성을 

띈다고 보고 위험선호 추정 시 분포 가정을 수반하지 않는 NL3SLS 방법

을 이용하였다. Kumbhakar(2002b)는 오차항이 개별 농가에 따라 변하는 

평균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오차항 사이에 상관성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단기적인 의사결정만을 고려했으나 장기적인 의

사결정은 농가의 경지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도 포함하여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가 지원이 되고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보

험 가입 농가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재배면적을 결정하거나 보험 품목 

대상 여부에 따라 재배 작물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미복 외

(2015)에 따르면 관련 선행 연구들은 보험 가입과 농가 경지 배분 결정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수입보험 도입 여부와 보장수준 등이 경지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Wu and Adams, 2001) 

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른 경지 분배의 변화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

다.(Goodwin et al., 2004) 또 보험 가입이 농가의 경지 배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 종류 및 보장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Walters et 

al., 2012) 

농가의 장기적 의사결정은 또한 농가의 동태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같은 정적(static) 모형은 보험료가 정해진 것으로 보는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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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최적 투입요소 배분 결정에 농가의 APH(actual production history, 

평년생산량)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현재의 투입요소에 대한 

결정은 미래 APH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독립적이다. 그러나 동태

적인 관점에서 현재 투입요소 사용 수준은 미래 APH 결정에 영향을 주

게 되고 이는 다음 보험 계약의 보험금, 보험요율 및 보험료의 결정요인

이 된다. APH가 증가할 때 보험가입금액과 기준 수확량이 증가하여 보

험금 지급 가능성과 규모가 모두 증가한다. APH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

감 여부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율 변화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있다. 

보험가입금액의 증가는 보험료 증가 요인이지만 APH의 증가는 보험요율

을 감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투입요소 사용 수준은 미

래 APH를 통해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투입요소에 대한 보험

의 영향 평가는 다중 기간(multi-period)의 동태 최적화 맥락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Taro et al., 2018) 이러한 맥락에선 정적 모형은 동태

적 모형의 최후(end-period) 의사결정 문제와 같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APH의 내생성을 반영한 동태적 모형에서 최적 투입요소 사용에 대한 도

덕적 해이의 효과를 조명하였다. Vercammen and Van Kooten(1994) 일

반적인 수확량 보장 방식의 농업재해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의 주기(cycle)

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농가는 기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투입요

소 사용 수준을 높이고 이후 보험금 지급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적은 투입

요소를 사용하는 주기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Taro et al.(2018)는 

보장 수준과 보장 내용을 구체화한 보험 구조를 가정하고 APH의 내생성

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동태적 모형에 비해 정적 모형에서 최적 비

료 투입 수준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즉, APH의 내생성은 현재의 수

확량을 줄이기 위해 투입요소 사용을 낮추려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 효과

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쌀 농가의 수입-지출 관점으로 접근

하였다. 차후 분석은 실제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상품 구성에 

걸맞게 수입 보장과 생산 보장 상품을 구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그림 11〉의 사과, 배 품목에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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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이때 원예시설 채소작물, 일부 특작 및 채소 작물의 경우 생산비보장방

식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Juan et al., 2019) 한편, 데

이터의 한계로 관심의 대상을 주농작물 품목의 수입과 보험 가입으로 한

정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가는 다품종 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업수

입에 대한 모든 위험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권오상, 2002) 농작물재해

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도 각 품목별로 가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

험 가입 품목 결정을 반영한 다품목 생산 모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의 

비교를 통한 보험가입 단계에서의 역선택 효과를 다루었다. 농가는 보험 

가입에 대한 결정 이후 보장 수준 및 상품 등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며 

이때 보험 가입자 그룹 내 이질성으로 인한 역선택 효과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보험 가입 그룹 내에는 우량 농가와 비우량 농가가 공존하며 

보험 가입을 통해 각각 음(-), 양(+)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다. Smith 

and Baquet(1996)은 양그룹이 보험 가입 결정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사결

정을 내리지만 보장수준 선택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Juan et al.(2019)은 개별 농가가 위험 유형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에 따

라 다른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요 기상 관

련 재해로 인한 피해만을 우려하는 농가는 주요 자연재해만 보장 범위로 

포함하는 특정위험보장 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크다. 그러나 기상 관련 

재해만 아니라 병해충 등의 비기상재해에 관련한 손실을 우려하는 농가

는 종합위험보장 상품이나 특약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Makki and 

Somwaru(2001)는 농가의 보험 상품과 보장 수준 선택 모두에서의 역선

택 문제를 다루었다. 보험 상품과 보장 수준의 선택은 농가의 손실위험

(risk of loss)와 관련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고위험 농가일수록 수입보

장보험, 높은 보장 수준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농작

물재해보험 시장의 역선택에 대한 분석은 가입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고

려하여 보험 가입자의 보장 수준 및 상품 등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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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덕적 해이 효과의 실증은 Ramaswami(1993)의 이론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일 투입요소에 대해 도출된 것

으로서 다중 투입요소에 대해 확장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Ramaswami(1993)는 JP 생산 함수의 맥락에서 다중 투입요소에 대한 모

형으로 비용함수를 이용하는 쌍대(dual)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비용 함수를 평균과 표준편차의 함수로 정의한 뒤, 비용 함수를 포함하

는 기대효용 극대화 문제를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극대화하는 과정을 

따른다. 쌍대 접근법에서 보험 가입의 효과는 단일 투입요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감소 효과와 도덕적 해이 효과로 분해된다. 도덕적 해이 

효과는 평균 생산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위험감소 효과는 평균

과 표준편차에 대한 비용함수의 한계적 특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Proposition 4).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효과를 실증하였

으나 보험의 보장수준 확대가 도덕적 해이 효과에 미치는 한계적인 영향

은 고려하지 못했다. 보험의 위험감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은 도덕적 해이 효과를 심화시키지 않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서 제도 개선에 앞서 보장수준과 도덕적 해이 효과의 관계에 대한 실

증이 필요하다. Horowitz and Lichtenberg(1993)의 이론적 모형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 보장범위 확대가 최적 투입요소 결정에 미치는 

한계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해당 모형에서 보장 수준의 확대는 위험감소 

효과와 도덕적 해이 효과로 구분되지만 이때 각 효과는 

Ramaswami(1993)의 모형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 효과는 

투입요소의 위험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위험감소 효과는 위

험회피적 농가에 대해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보장 수준에 따

른 도덕적 해이의 한계 효과 실증은 본 연구와 다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의 보험금 모형에서는 역선택 문제의 보험 계리적 효과를 반영

하였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의 보험 계리적 특성은 다루지 못했다. 그러

나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 효과가 사업 손실의 주요인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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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도덕적 해이 효과를 지급 보험금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Just and Calvin(1993)은 일부 품목의 경우 도덕적 해이 효과로 인한 보

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Coble et al.(1997)은 기대 보험금의 맥락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보험 가입으로 인한 농가의 행동 변화가 기대 보험금을 증

가시킬 경우 이를 도덕적 해이 효과로 보았다. 분석 결과, 거대 손실이 

일어난 연도에만 도덕적 해이 효과가 나타났으며 평년에는 효과가 확연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보

험에 가입한 농가의 최적 생산 행위 변화에 주목하였으나 손해평가 과정

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실증 또한 필요하다.(Hyde and 

Vercammen, 1995) 농가는 생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시 기대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할 유인을 갖게 된다. 즉, 

손해평가 과정에서 손실액이 과다 평가되도록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손해평가 체계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

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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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위험선호 함수의 도출

위험선호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선 일계미분된 효용함수  ′를 오

차항에 대해 테일러 2차 근사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Kumbhakar(2002a)의 방법과 달리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조건부 기댓값

을 포함하며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추가적인 오차항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보험 가입 농가의 부는 식 (27)과 같이 보험 가입(  )

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오차항들로 나타낼 수 있다. 

    (27)

     


 

                 

일계미분 효용함수를      와        에 대해서 2차 

근사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로부터 식 (14)의 위험선호 함수의 도출을 위한 조건부 기댓값을 식 

(2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후 위험선호 함수의 분모·분자를  ′ 

값으로 나눠주면 식 (14)와 같은 형태가 도출된다. 보험 비가입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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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위험선호 함수의 형태를 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식 (14)에  →  
 →  값을 적용한 것과 같게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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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에 대한 수입-지출함수 오차항 ε의 조건부 적률은 조

건부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한 식 (29)의 적률분포함수로부터 알 수 있다. 

보험 비가입(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으며, 식 (30)에 

 →   → 를 적용한 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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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4단계 ML 추정에서의 수정 분산-공분산 행렬88)

  

  

  

  

(31)

4단계 추정 모형은 식 (31)과 같이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설명변수 

와 파라미터 를 내포하는 형태를 보인다. 각 단계에 새로 등장하는 파

라미터에 대한 점수 함수(score function, 이하 부분 점수 함수)와 로그 

우도함수의 헤시안(hessian)은 식 (32)와 같다. 과 에 대한  분포

수렴은 식 (33)과 같다.(Greene, 2012, 579pp)

88) Murphy and Topel(2002)의 2단계 ML 추정 분산-공분산 수정법을 4단계로 확장

하는 과정에 대해선 Greene(2012)의 THEOREM 14.8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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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모형에 대하여 다음의 같이 테일러 전개할 수 있다. 





 (34)

 





에 대해 정리한 후 위의 과 에 대한  분포수렴 관계식을 식 

(34)에 대입하면 식 (35)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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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단계별  -부분 점수함수는 기댓값이 0이고 분산이 식 (36)

의  인 다변량 정규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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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V와 C는 정보량 행렬 동등성(information matrix equality)에 기반

을 둔 BHHH 분산 추정량(Berndt et al, 1974)으로 추정할 수 있다.89) 행

렬 R은 로그 우도함수 일계미분의 개별 관측치에 대한 외적 합으로 추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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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모형에 대해서도 3단계 모형과 같이 유도할 수 있고, 전체 모형 

내 모수에 대한  -분포수렴을 다음의 식 (37)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행렬의 값은 파라미터의 일치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89) Greene(2012)의 Corollary to Theorem D.4와 the Liapounov Central Limit Theor

em (Theorem D.20)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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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7)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부분에 대해 전개하면 

Murphy and Topel(2002)의 2단계 ML 추정량의 수정 분산-공분산 식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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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ind evidence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present in the Korean crop insurance market through the 

analysis of farm-level behavior under the insurance system.

Since it is difficult to predict natural disasters and ensuing damages 

to farm occur on a large scale, farmers rely on government-led risk 

management measures. Crop insurance, introduced in 2001, is a policy 

insurance system that compensates for damage occurring to crops by 

using insurance principle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existing 

government disaster payment system. With the current high level of 

loss ratio and low level of insured ratio, the government has im-

plemented policies focusing on the supply and demand aspects of the 

insurance business. However, in the crop insurance market, some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policies for relieving information 

asymmetry. Promoting and expanding insurance business without over-

An Empirical Study on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Korean Crop Insurance Market

by Analyzing Farming Behavior

: Evidence from the Rice Product



hauling policies related to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could 

aggravat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might lead to 

the market failure. Therefor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in 

the crop insurance market must be demonstrated primarily to de-

termine the direction of insurance policie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n insurance adoption model, a revenue-expenditure 

model, an indemnity model, and an optimal input choice model were 

estimated in sequence for the analysis of farm behavior on insurance 

adoption and production decision. An insurance adoption model that 

explains farmers' decision to purchase insurance and a revenue-ex-

penditure model that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farmers' pro-

duction technology were estimated in an endogenous treatment model. 

The insurance policy model, which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and indemnity, was framed as a Tobit model with the 

sample selection problem, as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ex-

istence of the non-insured and the non-negativity of indemnity. The 

optimal input choice model assumes a flexible form for the risk-pref-

erence structure of farmers. Optimal farming behaviors includ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effects. The adverse selection effect can be 

demonstrated by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rror terms in the en-

dogenous treatment model, and the moral hazard effect is measured 

by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f insurance adoption with regard to 

the level of mean revenu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revenue, and 

optimal input usage. For the specific analysis, rice item which has a 

substantial level of ratio in terms of insured area and insured amount 

was selected, and data from the Statistics Korea's 'Farm Economy 

Survey' and the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were 

used.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adverse selection effect was im-

proved in the rice item of the crop insurance market. The effect of 

adverse selection, which had been evident in dangerous areas during 



the pilot project, turned out not significant as the project entered the 

main project period. Moral hazard effects were identified in labor in-

put, but the level was not high. Insurance adoption, on the other 

hand, has been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average farm revenue, 

which implies a marked level of risk reduction effect of insurance 

adoption. This confirms that policies and monitoring for the pre-

vention of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problems played their 

roles properly. The possibility is also identified that the actual deci-

sion-making process of farmers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ynamic 

effects of current production on the future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

On the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at pointed out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prevalent in the crop insurance market, this study 

reflects recent changes in the crop insurance market where adverse se-

lection effects have improved and moral hazard effects have not been 

noticeable. Thus, future insurance policies should target on enhancing 

insured ratio. However, as only some improvements have been found 

in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and the possibility of adverse se-

lection remains throughout the market, institutional inspections related 

to adverse selection are required. Rigorous policies concerning moral 

hazard need to accommodate some relaxation not to deter incentives 

for insurance purchase and risk reduction effects. As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effects at the level of labor input has still been found, 

the policy should be reformed without infringing the fundamental role 

of them.

Keywords: aricultural insurance, crop insurance, information asyme-

try,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endogenous treatment model, in-

demnity, optimal input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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