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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가 밤에 대해 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에 연속적인 태풍피해를 입은 밤 재배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 하

겠다. 그동안 재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면 소득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재해보험 도입은 안정된 밤 재배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밤에 대해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

여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 한 표준수확량을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관건이다. 표준수확량은 재해보험 실시에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며, 정확성 여부에 따라 재해보험의 정착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밤의 주요 생산지를 조사 분석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적용할 수 있

는 수준의 표준수확량을 제시하 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기초로 삼아 앞으

로 더 정확하게 표준수확량을 산정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각계 전문

가들이 슬기를 모아 밤 재해보험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바란다.

  그동안 이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조사 사업에 협조해 주신 일선 시․군 

및 산림조합 담당자 그리고 조사원들께 감사드리는 뜻을 전한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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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제목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연구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밤 재해보험제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준

수확량을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보험사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우선 표준수확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

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인 사과, 배, 감 등의 표준수확량 산정방법과 

적용 실태를 검토하여 밤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본격적인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시․군별 임산물생산통계 자료와 「밤

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자료(2002년 자료),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2005년 자료) 등 세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각각 

산정하 다. 그러나 임산물생산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이 경상남

도 3개 시․군에 불과하여 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 산청의 표준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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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2002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은 ｢밤

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수확량과 동일

한 자료를 이용하 으나, 대상 농가에 대한 구분기준을 달리하여 새롭게 산

정하 으며, 동일한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2005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도 산정하 다. 최종적으로 2002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과 2005년 자료

를 이용한 표준수확량을 통합한 새로운 표준수확량을 산정한 후 시범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적합한 표준수확량을 제시하 으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

한 표준수확량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 다.

4. 연구결과

  생산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 표준수확량은 시․군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 으므로 그 과정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9년생 이

상의 밤나무에 대한 생산량을 구분할 수 없으며, 시․군 전체 밤나무를 대상

으로 작성하 기 때문에 관리방법의 차이에 따른 생산량을 구별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급별 재배 면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단위면적당 수

확량을 산정하기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산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

  2002년 자료의 경우 전수조사 자료이므로 이용 가능한 횡단면자료가 충분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계열자료는 1개년에 불과하여 표준수확량 정의에 

나타난 평년의 개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시계열 자료를 보충

하고 평년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따로 조사된 설문 자료

(2005년 자료)와 2002년 자료를 통합하여 표준수확량을 구하고자 하 다.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수령별 

평균수확량은 이론을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은 밤나무 수령과 수확량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한 

수확량 표나 그래프는 보험사업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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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정을 통하여 수확량을 재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즉 일정한 개수 

미만의 표본수를 가진 수령에 대해서는 표준수확량 산정에서 제외하 으며, 

또한 인접한 수령의 수확량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

를 포함하 다.

  조정 절차를 거쳐 산정된 수확량 자료를 살펴보면, 산청의 경우 2가지 조

사 자료를 평균한 수확량이 수령 증가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 형태를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과 2005년 자료의 수확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몇 수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면 시범사업을 위한 기준으

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된다.

  반면 광양시의 경우 2002년 자료와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

수확량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시기별로 산정한 표준수확량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 생산성이 

떨어진 것인지, 또는 조사상의 오차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수령별 수확량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므로 광양에 한하여 평균한 자료를 표준수확량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2002

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확량 

감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경우 2002년 자료와 2005년 자료를 통합하여 

산정된 표준수확량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공주시의 경우 산청과 마찬가지로 2가지 자료를 평균한 수확량이 각각 따

로 산정된 것보다 개선된 것으로 고려되므로,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의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표준수확량 자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보험 사업을 실시하기 전

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표준수확량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조사시기

별로 수확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광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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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

사를 실시하며, 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생산지, 즉 진주, 하동, 

순천, 구례, 부여, 충주 등에 대해서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관리방법별․수령별 수확량 자료를 확보하

여 농가별 재배수령의 구성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에서 제외된 어린 밤나무의 수확량을 파악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절차는 보식 등으로 인해 해마다 변화하는 재배

실태를 상세히 반 하기 위한 것으로, 벌채 후 식재되는 밤나무의 수령, 본

수, 재배면적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 수확량 자료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실험을 위해 산림과학원에서 운 하고 있는 

시범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개인별 수확량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축적하여 보험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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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le : A study on the computation of standard yield for 
Chestnut Insurance Program

The chestnut farmers were suffered from two consecutive typhoons in 
2002 and 2003. The demand for the insurance program gets stronger recently. 
Standard yie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for crop insurance and 
it is a basic data to calculate the insured amount and the premium. 
Consequently, stability of insurance program heavily depends on the accuracy 
of standard y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standard yield as close as the 
real state to help successful introduction of chestnut insurance program. The 
subject areas surveyed for the study are focused on the main 
chestnut-producing districts such as Sanchung, Gwangyang, and Gongju. 

Three different kinds of data have been utilized for estimation, and two 
of them were mainly used for the final calculations. The method of cultivation, 
trimming, is one criterion to divide producers into two groups. Averaged 
production amount of unit area or unit tree for each age was set to be a 
standard yield. It requires, however, one or two steps of adjustment to be 
applicable to the real program. Adjustment criteria include the sample size of 
each age and the consistency of production with neighbor ages. The final 
results for Sanchung and Gongju were good enough for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insurance program, but for Gwangyang the scale of yields between 2002 
and 2005 were too different to be averaged. And standard yield of 2002 would 
be proper to be used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program.

To improve the calculated standard yield, continuous surveys for the 
areas as well as other important producing districts are needed. Experimental 
studies of the young ages are also required for the newly planted trees, which 
will keep changing the age structure of a field every year. Once the insurance 
program is adopted, personal records for the output should be used for 
estimating personal yield rather than the standard yield of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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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밤은 태풍에 의한 연속적인 피해로 2002년 생산량이 평년의 약 69% 수준

인 7만 2,400톤으로 떨어졌으며 2003년 생산량은 이 보다 더욱 하락한 6만 

톤을 기록하는 등,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밤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2004년과 2005년에는 태풍

에 의한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밤의 수확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수는 연간 평균 약 12개이며, 그 가운데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태풍이 0.9개임을 감안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태

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1 따라서 밤 재배농

가 소득의 대부분을 보장하고 경 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재생산 의욕을 북

돋울 수 있는 재해 보험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보험

금액 및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표준수확량은 사업 시행을 위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보

1 석현덕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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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예방과 안정적인 사업정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

나 현재까지 밤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산림행정을 위한 시․도별 또는 

시․군별 통합자료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을 뿐,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사용하기 적합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험사업을 위해 표준수확량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는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를 위해 조사된 

2002년 자료가 유일하다고 여겨지며(장우환 외 2003),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밤

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지역별 표준수확량을 산정한 

바 있다(석현덕 외 2004). 그러나 완성도가 떨어지고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

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과정으로써 지역별 수확량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현실적인 표준수

확량을 산정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밤 재해보험제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준

수확량을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보험사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우선 표준수확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인 사과, 배, 감 등의 표준수확량 산정방법

과 적용 실태를 검토하여 밤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본격적인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시․군별 임산물생산통계 자료와 밤나

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이를 2002년 자료라 함), 그리고 이 연구를 위

해 조사된 자료(이를 2005년 자료라 함) 등 세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

수확량을 각각 산정하 다. 그러나 임산물생산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이 경상남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이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산청

의 표준수확량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2002년 자료를 이용한 표

준수확량은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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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량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 으나, 대상 농가에 대한  구분기준을 달리하

여 새롭게 산정하 으며, 동일한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2005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도 산정하 다. 최종적으로 2002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과 

2005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을 통합한 새로운 표준수확량을 산정한 후 

시범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적합한 표준수확량을 제시하 으며, 추가적인 자

료 확보를 통한 표준수확량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농작물 표준수확량 관련 문헌을 검토하 고, 밤 수확량 

파악을 위해 지역산림조합과 개별 조사원을 고용하여 현지조사를 의뢰하

으며, 조사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다.

3. 선행연구

  표준수확량 작성을 위한 선행연구로는 최경환 등(2001)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위해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작성한 표준수확량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농업통계자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표주수확량 산정 가

능성을 알아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한 

후, 기존의 자료가 표준수확량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

라서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사과와 

배에 대한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

  밤에 대한 표준수확량은 상기한 바와 같이 석현덕 등(2004)이 2002년 전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시발이 된다. 재배농가

의 생산성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관리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

지 않고,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성이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개연성을 가정

하여 생산량을 구분 기준으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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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준수확량의 의의 및 중요성

1. 표준수확량의 의의

  표준수확량이란 일정면적 또는 일정 주수에 대한 수확량을 가리키는 것으

로 단위 면적에 대한 평균수확량 또는 1주당수확량으로 나타내는데, 기후가 

일반적이고 재배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단위면적당 식재주수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수령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는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기보다는 1주를 기준으로 표준수확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밤나무 재배관리 기술에 관한 문헌에 따르면 묘목식재 후 3~4년째 결실을 

맺으며, 성과기는 식재 후 7~8년경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체로 성과

기에 들어선 후 3~4년이 지나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밤나무는 묘목식재 후 3~4년째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10~12년째에 가장 생산성이 높으며, 그 이후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표준수확량 그래프

를 추정해보면 그림 2-1.의 그래프와 같이 수령의 변화에 따른 수확곡선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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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추정 표준수확량 그래프(1주당수확량)

수령

  수확량

 10∼12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된 수확량 그래프는 밤나무가 모든 수령을 통하여 

정형화된 형태와 크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높이가 수 미터에 이르는 교목의 형태로 재배될 경우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즉, 묘목식재 후 10~12년 이후에도 수확량이 지

속적으로 증가한다거나 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

다는 것이다. 한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 을 때는 면적 내의 

본수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정 본수를 유지했을 경우 위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확량 자료는 보험대상 농작물의 보험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보험인수 단위인 개개 농가별 또는 필지별 시계열 자료를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보험 인수 단위별로 

최소 4년, 최대 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실제 수확량자료(Actual 

Production History)를 수집하고 있는데, 수확량을 증명하기 위해 작물 판매

수증, 저장 기록 등의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소 4년간의 생산 

기록은 가장 최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연간기록을 가리키며, 이 자료가 충

족되지 않을 경우 각 카운티별로 10년간의 평균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여 산

정한 변환수확량(Transition or "T" yield)을 대입하여 적용하는데, 우리의 표준

수확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변환수확량 적용 기준을 보면, 개인별수확량 자료가 아예 없는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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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변환수확량의 65%를 표준수확량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을 허용하

며, 1개년에 대한 수확량 자료 밖에 없을 경우, 나머지 3개년에 대한 자료는 

변환수확량의 80%를 적용하여 가입하게 한다. 또한 2개년에 대한 기록이 있

을 경우 나머지에 대해 90%의 변환수확량을, 3개년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경

우 나머지에 대해 100%의 변환수확량을 적용하여 대입한 후 가입을 허용한

다. 모든 경우 4개년 수확량을 평균하여 개인별 수확량(APH)으로 정한다. 

  현재 개인별 수확량 자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시․군별 평균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으로 이용하고, 점진

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여 개인별 수확량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표준수확량의 기능

  표준수확량은 보험인수에 필요한 보험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통한 피해량 측정의 기

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보험이 아닌 수확량 감소에 대한 

작물보험시행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그 정확성 여부에 따

라 보험운 의 안정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즉 표준수확량이 실제 수확량

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가입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재해피해

로 인해 자신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므로 평소에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표

준수확량이 실제 수확량보다 과소하게 산정될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낮으나 피해 시 수령할 보험금이 실제 수입보다 적어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

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커질수록 보험

료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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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작물재해보험의 표준수확량 산정 및 운용

1. 표준수확량 산정

1.1. 표준수확량 산정 개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표준수확량은 사과와 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서 처음으로 산정되었다. 최초 표준수확량은 농가신고 수확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산정되었으므로, 다음

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 다. 즉 품종별․수령별․재배방법별 1주당 및 

10a당 표준수확량을 산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편차를 허용하며, 가입자가 신

고한 수확량이 산정된 표준수확량의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보험자인 농협은 농상황 및 과수원의 조건 

등을 토대로 농가가 신고한 표준수확량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보험가입을 

결정하며, 농가가 신고한 표준수확량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검토된 표준수확량을 가지고 해당 농가와 협의하여 조정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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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수확량 산정 방법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아 지역별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표준수

확량 대상 범위는 전국을 단일 기준으로 선정하 다. 2001년 최초 시범사업

을 실시한 사과 및 배의 경우 품종, 재배방법, 수령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표준수확량을 산정한 반면, 2002년 확대 실시한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등

의 경우에는 품종과 수령만을 기준으로 산정하 다. 

  사과와 배에 대한 품종구분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풍산성, 보통, 소산성 등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주요 품종에 대한 표준수확량을 산출하 으며, 

동일 그룹의 타 품종들은 산정된 주요 품종의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조정

하 다. 한편 재배방법은 사과의 경우 일반대목과 왜성대목으로 구분하고, 

배는 소식재배와 식재배로 구분하 다.

  포도, 복숭아 등의 확대품목에 대한 품종구분은 수확량이 비슷한 품종을 

동일 그룹으로 묶고, 그룹을 3~4개로 나누어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

  사과와 배의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고려된 자료는 농림부2,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3,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보험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농림

부자료의 경우 품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조사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자료이

용에 한계가 있고, 1주당수확량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었으며, 작물시험장 자

료의 경우 조사시점이 오래 흘 으며, 조사 품목이 주요품종 1~2개에 한정되

고, 재배방법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의 경우 품

종별, 수령별, 재배방법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농협 자료의 경우 

계통출하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하 으므로 계통출하 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또한 수령별 수확량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최초 산정된 사과와 배의 경우 농가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

수확량을 산정하 다. 

2 농림부(1997). 과수편람.
3 농촌진흥청(1995). 농작물 재해피해율 산정기준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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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확대 품목의 경우 사과나 배와 달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

확량을 산정하고 농가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한 후 최종 확정하 다.

1.3. 표준수확량 산정

가. 사과 및 배에 대한 표준수확량 산정

(1) 설문조사 방법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 지역은 사과 및 배의 주산지를 대

상으로 하여 전국 재배면적의 50% 수준까지 포함하고, 이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도의 경우 도내에서 해당 작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포함하 다. 지역별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몇 개의 그룹

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조사표본수를 배분하여 정하 다. 조사대상 농가의 

추출방법은 지역 내에서 해당 작물을 경작하는 모든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경력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 다.

(2)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조사된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과수원별 평균

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을 분석한 결과, 평년수확량 자료와 수령과의 연관성이 

더 접한 것으로 나타나 평년수확량을 표준수확량 산정 자료로 이용하 다.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수확량 조사 분석에 이용된 표본농가 

수는 사과는 13개 시․군의 562호, 배는 16개 시․군의 372호 등 총 934호이

다.

  농가설문조사를 토대로 사과의 품종은 후지와 쓰가루로 나누고 두 품종을 

합한 사과 전체에 대한 10a당수확량과 1주당수확량을 산출하 으며, 배의 품

종은 신고와 장십랑 그리고 배 전체로 나누어 마찬가지로 수확량을 산출하

다. 사과 전체의 표준수확량이 아래의 그림 3-1.과 같이 나타나 있다. 1주

당 수확량은 3~5년생 20kg, 10년생 50kg, 15년생 62kg, 20년생 79kg, 2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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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kg, 30년생 160kg으로 증가하여 31~33년생에서 169kg을 생산하여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35~40년생은 125kg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배 전체의 경우 그림 3-2.와 같이 1주당 수확량은 3~4년생 11kg, 5년

생 18kg, 10년생 39kg, 15년생 69kg, 20년생 81kg, 25년생 85kg, 30년생 88kg으

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35년생 84kg, 39~40년생 63kg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사과 표준수확량(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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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배 표준수확량(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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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대품목의 표준수확량 산정

  포도, 복숭아, 단감, 귤 등 확대 실시되는 품목에 대한 표준수확량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다음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조정하는 두 단계

로 나뉘어 실시하 다. 우선 농촌진흥청 품종해설집4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

로 품종별 수량지수를 산출하고, 그 지수를 농림부 자료5인 과종별 표준수확

량의 수령별 수확량에 곱하여 산출하 다. 다음 단계로, 산출된 표준수확량

은 농가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 는데 설문조사를 위해 과종별로 

5개 농협을 선별한 후 농협별로 100농가 이상을 조사하게 하 다. 조사방법

은 전화 또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 으며, 조사대상의 재배수준은 보통, 

즉 평균작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설재배농가는 제외하 다. 또한 재배방법

은 일반재배, 왜성재배, 식재배 등으로 구분하며, 일부 품종이나 수령에 치

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유도하 으며, 수확량은 2001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수확량을 조사하도록 요구하 다.

  포도의 경우 그림 3-3.과 같이 5~7년생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인 수확량을 살펴보면, 3년생 10a당수확량 평균이 500kg, 4년생 

1,600kg 5~7년생 2,300kg으로 2년 사이에 무려 1,800kg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복숭아의 표준수확량 역시 10~14년생을 중심으로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확량이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0~14년

생의 10a당수확량 평균은 2,400kg이며, 1주당수확량 평균은 60kg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4 농촌진흥청(1992). 주요농작물 품종해설집.
5 농림부(1997). 과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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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포도 표준수확량 (10a당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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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복숭아 표준수확량(10a당수확량)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 4 5 6 7 8 9

10
~
14 15 16 17 18

19
~
20

21
이

상

수령

1
0
a
당

수
확

량
(k

g
)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평균

  단감의 경우에는 1주당수확량이 없이 10a당수확량만 제시하고 있는데, 포

도, 복숭아 등과 달리 수확량에 따라 품종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

나 다른 확대품목과 마찬가지로 최대수확량을 나타내는 16년생~24년생을 중

심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한 후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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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단감 표준수확량(10a당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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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범사업 확대품목의 경우 사과나 배와는 달

리 최대생산량을 나타내는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1차적인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통계상의 자료를 이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2. 표준수확량 운용실태

  표준수확량의 적용 원칙은 표준수확량 설정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

가는 보험가입 시 제시된 표준수확량의 편차 허용범위 내에서 본인의 과거 

생산 경험을 토대로 표준수확량을 신고하며, 보험자는 해당농가의 농상황

과 과수원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농가 신고 표준수확량의 적절성을 판단하

여 보험가입을 결정하며, 농가 신고자료 검토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한 표준수확량을 가지고 해당 농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실질적인 표준수확량 적용방법은 적용원칙과 달리, 제시된 

품종별 표준수확량을 가입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표준수확량 이하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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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확량으로 신고하는 농가는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량이 적어 표준수확량이 제시되지 않은 품종에 대해서는 과종별 

전체평균을 적용하도록 하 다. 이는 표준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재

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 으나, 농가별로 품종, 수령, 대목, 재식 도뿐만 

아니라 토양조건, 비배관리, 경 목표 등 농가의 관리 기술 여하에 따라 생

산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 기 때문이었다. 또한 표준수확량 이상의 수확량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종별 전체 재배면적을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정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 다. 여

기서 말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로는 공 도매시장 출하확인서, 농협 농산물 사

업장 판매대금 정산서 등 법인 사업장에서 발행한 전년도 자료로서 품종명, 

수량, 정산가격 등이 명시된 것으로 한정하 다. 또한 초과 가입 범위는 제

시된 증빙자료의 수량을 한도로 정하 다.

  수확량의 경우 해마다 변화하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장기간의 자료를 확보하여 표준수확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 측면에서 농가별 또는 과수원별로 산정된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

는 것이 가장 비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에도 최초 가입자나 개인별 수확량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

는 카운티별로 산정된 10년간 평균수확량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

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가별 또는 과수원별 수확량 자료 수집을 위해 소요

되는 과다한 행정비용을 감안하고 연간변동을 즉시 반 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시범사업을 위해 작성된 표준수확량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시사점

  농작물의 경우 임산물에 비해 매우 다양한 통계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은 실제 보험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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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확대품목의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농

촌진흥청 자료와 농림부 자료를 이용하 으나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정하 으며, 사과와 배에 대한 표준수확량은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되

었다. 이상과 같이 산정된 표준수확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확보

노력을 강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산정된 표준수확량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표준수확량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재해보

험사업이 완전하게 정착된 상태가 아니어서 표준수확량에 의한 이론적 문제

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표준수확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밤의 경우 농작물과 달리 보험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통계도 매우 제한적

이거나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확량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표준

수확량 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표준화된 재배방법이 널리 적용되지 않으며, 단위 면적당 또는 1주당수확량

의 편차가 농작물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고려되므로 표준수확량을 산정

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안

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수확량 산정을 일 회에 그치지 말고 지속

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6

제 4 장

표준수확량 산정

1. 산정개요

1.1. 산정기준

  밤 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수확량 자료는 농가별 또는 필지별로 획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보험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각 

농가별 또는 필지별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 지자체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는 표준수확량 산정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야한다. 현재까지 과

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는 없지만, 밤 생산에 있어 단위 면적당 또는 1주당 생

산성의 차이가 지역별로 존재할 것이며, 동일한 지역에서도 관리방법에 따라 

농가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 현실

에 가장 적합한 표준수확량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좁은 면적을 대상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 표준수확량을 산

정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는 수령별 평균생산량 산출이 가능한 표본 수를 확

보할 수 있고, 기존에 작성된 표준수확량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시․군을 기

본 단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석현덕 외 2004)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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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재배실태조사 자료(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별 밤 표준수확량에 

대한 표와 그래프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때 표준수확량을 관리, 보통관리, 

조방관리 등 3그룹6으로 분류하여 각각 산정하 는데, 그룹의 구분기준은 

헥타르 당 수확량을 이용하 다. 이와 같이 단위 면적 당 수확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룹별 표준수확량을 산정한 이유는 각 재배농가가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성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귀납법적 개연성에 근거를 두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기준을 달리하여 각 

시․군별 표준수확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재배품종, 관리방법, 토양의 질, 기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밤나무 

생산성 차이는 인위적인 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므로 토질이나 기후 등

은 표준수확량 산정 기준으로 포함할 수 없다. 한편 재배품종의 경우 농작물

에 비해 매우 다양한 품종들이 식재되어 재배되고 있어 품종별로 구분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할 경우 수령별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생산성 및 내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종이 개발되고 있어 재배

자들도 자신이 재배하는 밤나무의 품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 품종을 표준수확량 산정 기준으로 포함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관리방법만을 산정 기준으로 정하 다.

  대표적인 관리방법으로는 간벌, 풀베기, 가지치기, 시비, 방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생산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선택하 다. 가지치기는 간

벌과 함께 밤나무의 수형을 조절하는 작업으로 생장과 개화결실을 위해 많

은 빛이 필요한 밤나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가지치기나 간

벌을 등한 시 할 경우 수관이 울폐되어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고, 

나무의 밑가지가 광선부족으로 고사되어 개화결실이 가능한 수관면적이 축

소되므로 생산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7 간벌 대신 가지치기를 

6 헥타르 당 1,000kg 미만인 농가를 “조방관리”, 1,000kg이상 2,000kg이하를 “보통관

리”, 2,000kg이상을 “관리” 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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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가구수가 밤나무 재

배농가 전체의 약 47.2%에 달하는 반면 간벌은 21.3%에 불과8하여 가지치기

로 생산성을 구분한 표준수확량 산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지치기작

업 실시 여부에 따라 “관리” 및 “일반관리” 등의 2가지 형태로 나누었는데, 

“관리”는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한 경우를 가리키며, “일반관리”는 그렇지 않

은 경우를 말한다.

1.2. 산정자료

  밤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임산물생산통계 자료, 2002년 자료, 설문조사

한 2005년 자료 등 3가지 자료를 이용하 다. 임산물생산통계 자료의 경우 

전국 생산량과 생산액을 파악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년 조사요령을 발간

하고, 시․군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일정

한 양식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차 조사대

상 임산물에 속한 밤의 경우 호도, 대추, 잣, 떫은 감, 은행 등과 함께 급별 

본수와 생산량을 파악하여 재배수실표를 작성한 후 시․도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 때 밤나무의 급은 1~6 급으로 구분되는데, 1 급은 5년생 이하, 

2 급은 5~8년생, 3 급은 9~11년생, 4 급은 12~15년생, 5 급은 15~18년생, 

6 급은 19년생 이상 등으로 나뉘어 진다.9 따라서 시․군별 재배수실표를 

참고하여 급별로 1주당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표준수확량으로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를 위해 조사되었던 2002년 자

료를 이용하여 수확량을 산정하 는데, 이 자료는 전국의 밤 재배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이므로 품종별 수령․본수․생산량, 재배면적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10a당수확량 및 1주당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다.

7 구교상 외(2001).
8 장우환 외(2003).
9 ｢임산물 생산통계 조사 요령｣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5년생과 15년생의 소속 급이 

분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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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령별 수확량

을 산정하 는데, 이 자료는 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수령의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수령별로 구별한 후 임의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농가를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재배면적, 품종별 수령․본수․생

산량 등을 포함한다.

  산정에 이용된 자료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산정된 

급별 표준수확량은 시․군의 자료를 이용하 으므로 표준수확량 산정이 매

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료집계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19년생 

이상의 밤나무에 대한 생산량을 구분할 수 없으며, 시․군 전체 밤나무를 대

상으로 작성하 기 때문에 관리방법 차이에 따른 생산량을 구별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급별 재배 면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단위면적당 수

확량을 산정하기가 불가능 하며, 급별 생산량 자료, 즉 재배수실표를 작성

하지 못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추정 된다.10

  한편 2002년 자료의 경우 전수조사 자료이므로 이용 가능한 횡단면자료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계열자료는 1개년에 불과하여 표준수확

량 정의에 나타난 평년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1

  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수령별 대상자를 적절히 안배

하여 조사하 으므로 대부분 수령에 걸쳐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 재배자에 대해 2004년과 2005년의 생산량을 동시에 조사하 으므로, 조

사표본의 임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10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경남의 3곳, 전남 3곳, 충청도 3곳에 자료를 의뢰하 으나, 

경남의 3개, 전남의 1개 시․군만 자료를 보내옴.
11 ｢농작물재해보험 실무교육교재｣(농업협동조합 증앙회)에 따르면 “표준수확량이란 

기후를 평년으로 보고 비배관리 등 경작활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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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준수확량 산정 자료별 장․단점

자료 구분 장점 단점

생산통계 ․산정과정 용이

․자료집계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19년생 이상의 밤나무의 수확량 구분 
불가

․관리방법별 수확량 구분 불가
․단위면적당 수확량 구분 불가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자료

․횡단면자료가 충분
․시계열자료가 1개년에 불과하여 
표준수확량 정의에 나타난 “평년”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 듬

설문조사 자료 ․다양한 수령의 자료 확보 ․조사표본의 임의성 떨어짐

1.3. 산정방법

  생산통계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은 각 시․군의 최근 4년간 재배수실

표를 이용하여 급별 평균수확량과 평균본수를 계산한 후, 평균수확량을 

평균 본수로 나누어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 재배수실표는 급별 본수와 

생산량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수확량은 1주당수확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2년과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방법은 밤의 농작

물 재해보험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수령 재배자를 관

리 방법별, 수령별로 분류한 후 각 관리방법의 수령별 평균수확량을 계산하

여 표준수확량으로 산정하 다. 즉 재배자에 대해 가지치기를 기준으로 관리 

및 일반관리로 우선 구분한 후 각 경우에 대한 수령별 평균수확량을 계산하

다. 그 다음 관리와 일반관리의 수령별 수확량을 비교하여 차이가 날 경우 

각각의 표준수확량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자료를 통합하여 수령

별 평균수확량을 재산정한 후 표준수확량으로 정하 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수령별 수확량을 평균한 값을 그대로 표준수확량으로 사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당수령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표본 수가 적은 

수령, 수확량 추세에 있어 인근수령과 일관성이 결여된 수령에 대해서는 이

전 수령의 수확량으로 대체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표본 수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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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일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지역의 표본 수를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

하 다.

2. 생산통계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

  생산통계 상의 재배수실표는 시․군에서 조사하여 시․도를 통하여 산림

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

한 시․군이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산청, 광양, 공주에 대한 

생산통계를 모두 확보할 수 없어 당초 계획과 달리 수집된 자료만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

2.1. 산청군

  산청군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된 밤 생산량12 자료를 살펴보면, 4

년간 평균 본수13와 평균 생산량을 이용하여 1주당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4

급(12~15년생)에서 1주당 6.39kg을 수확한 것으로 나타나며, 5 급에서 6.14kg

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밤나무 재배관리 기술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

여 추정한 표준수확량(그림2-1.)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수령별 수확량이 4 급을 중심으로 상승 후 감소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2 임산물생산통계에 표시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으며,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

산량과 수확량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13 역시 임산물생산통계에 표시된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 으나 주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1주당수확량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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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산청군 밤 생산량

(단위 : 천본, 톤, kg/주)

합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2001 1,966 13,490 166 625 289 1,203 426 1,942 315 2,948 369 4,292 402 2,480

2002 1,946 8,754 192 680 293 1,188 415 1,622 317 2,336 369 1,935 359 992

2003 3,482 5,385 214 380 284 673 302 670 264 1,094 388 1,231 546 1,337

2004 1,889 5,962 241 448 262 750 240 996 240 887 251 994 655 1,887

평균 2,321 8,398 203 533 282 953 346 1,308 284 1,816 344 2,113 490 1,674

주당생
산량

3.62 2.62 3.38 3.78 6.39 6.14 3.41

그림 4-1. 산청군 표준수확량 (1주당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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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동군

  하동군에서 4년간(2001년~2004년) 조사된 밤 생산량 통계는 아래의 표 4-3.

과 같다. 평균 본수와 평균 생산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1주당수확량은 산청군

과 달리 5 급(16~18년생)에서 4.20kg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4 급의 생산성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 급을 중심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한 후 감소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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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하동군 밤 생산량

(단위 : 천본, 톤, kg/주)

합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2001 2,088 7,058 234 532 297 936 591 1,454 587 1,854 347 1,959 32 322

2002 2,365 6,261 236 912 328 603 533 1,146 652 1,587 394 1,393 222 621

2003 2,370 5,362 227 183 307 543 516 1,012 670 1,984 320 1,021 330 619

2004 2,314 8,419 211 496 292 1,222 367 1,914 632 2,480 314 1,400 336 845

평균 2,284 6,775 227 531 306 826 502 1,381 635 1,976 344 1,443 296* 695

주당생
산량

2.97 2.34 2.70 2.75 3.11 4.20 2.35

* 6 급의 2001년 본수와 생산량이 잘못 집계된 것으로 고려되어 평균계산에서 제외

그림 4-2. 하동군 표준수확량 (1주당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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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주시

  진주시에서 조사된 3년간 (2002년~2004년)14 밤 생산량 자료를 이용하여 1

주당생산량을 산출한 결과, 산청군과 마찬가지로 4 급에서 3.02kg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태풍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

소했던 2002년과 2003년의 비중이 높아 산청군이나 하동군에 비해 1주당수

확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론상 생산성이 

14 진주시에서는 3년에 걸친 자료만 보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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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3 급의 1주당생산량이 2 급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진주시 밤 생산량

(단위 : 천본, 톤, kg/주)

합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본수 생산량

2002 1203 3537 37 68 81 214 109 282 251 966 164 712 563 1295

2003 1206 2164 44 56 71 169 98 200 201 534 272 534 519 670

2004 1307 2789 57 44 81 160 207 451 242 596 256 622 464 916

평균 1239 2830 46 56 78 181 138 311 231 699 231 623 515 960

주당생
산량

2.28 1.23 2.33 2.25 3.02 2.70 1.86

그림 4-3. 진주시 표준수확량 (1주당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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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표준수확량 산정

3.1. 산청군

  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 산청군의 밤나무 동일수령 재배농가는 모

두 845호이며, 표준수확량 산정기준인 가지치기작업 실시여부로 구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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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수령별 수확량 (산청군)
(단위: kg)

재배방법
관리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표본수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표본수
4 64 1.6 4 70 2.1 1
5 97 2.5 6 99 4.2 3
6 59 2.3 2 118 3.6 3
7 108 4.0 11 73 1.9 3
8 130 5.2 6 118 3.1 10
9 122 3.4 6 146 4.7 6
10 110 4.0 62 144 4.9 50
11 371 6.8 2 157 5.3 6
12 185 5.9 14 152 5.5 17
13 128 4.3 11 154 5.2 15
14 91 3.3 1 213 7.9 5
15 137 4.7 93 163 5.4 75
16 164 5.9 3 285 11.0 6
17 180 5.3 4 171 7.2 10
18 109 4.4 10 204 8.1 14
19 141 11.2 1 257 10.7 2
20 124 4.8 96 143 5.7 80
21 163 6.8 2
22 161 8.0 1 165 7.7 7
23 114 2.8 1 184 10.0 1
24 220 11.0 1
25 103 4.7 28 133 5.7 49
26 119 3.5 4 82 5.0 3
27 145 3.2 1 150 6.0 3
28 128 5.8 2 209 9.3 3
29 258 11.0 1
30 145 5.7 25 155 5.4 51
31 182 9 1
32 145 7.4 9
33
34 99 4.9 1
35 83 4.0 5 63 7.5 3
36
37
38
39
40 262 10.3 2 125 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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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농가 401호와 일반관리 농가 444호로 나뉘어 진다. 각 수령별 평균 수확

량은 표 4-5.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수령의 증가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가 

특정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사된 자료는 수령과 수확량과

의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본수가 10개 이하인 수령을 제외하면 관리의 10a당수확량 및 1주

당수확량이 모두 12년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몇 개의 예외는 있으나 12

년생을 중심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도 증가한 후 감소하는 형태를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서는 제시된 자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조

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정방법은 수령의 표본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해당 수령보다 어리면서 

표본수가 10개 이상인 수령의 수확량을 그대로 적용하 다. 즉 관리의 경우 

7년생부터 시작하여 수확량을 산정하고, 8년생 및 9년생의 수확량은 7년생의 

수확량으로 대체하 다. 또한 일반관리의 경우 8년생부터 시작하며, 9년생의 

경우 표본수가 6개에 불과하므로 8년생의 수확량을 그대로 적용하 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표준수확량은 표 4-6.과 표 4-7.에 나

타나 있다. 관리방법에 따라 표준수확량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두 경우의 수

확량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산청군의 경우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a당 또는 1주당수확량

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

방법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가

지치기의 향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2년 자료를 바탕

으로 산청군의 표준수확량을 구할 경우 관리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와 일반관리를 통합한 전체 농가의 수령별 수확량을 작성한 다음, 표

본수가 10개 미만인 수령에 대해 조정한 표준수확량은 표 4-8.과 같다. 앞서 

살펴본 이론과 달리 10a당수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수령은 17년생이며, 

1주당수확량의 경우 17~19년생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a당수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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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표준수확량 (산청군, 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7~9 108 4.0

10~11 110 4.0

12 185 5.9

13~14 128 4.3

15~19 137 4.7

20~24 124 4.8

25~29 103 4.7

표 4-7. 표준수확량 (산청군,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8~9 118 3.1

10~11 144 4.9

12 152 5.5

13~14 154 5.2

15~16 163 5.4

17 171 7.2

18~19 204 8.1

20~24 143 5.7

25~29 133 5.7

나타내는 곡선의 경우 9년생을 제외하면 비교적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나타

내는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주당수확량의 경우 앞서 산정한 

생산통계를 이용한 결과(표 4-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통

계를 이용해 산정한 1주당수확량의 최고를 나타내 수령이 12~15년생(4 급)

인데 반해 2002년 표준수확량은 수령 17~19년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게 나

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주당 최고수확량은 각각 6.4kg과 6.6kg으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통계를 이용한 표준수확량에서 수령

별 구분이 불가능한 19년생 이상에 해당하는 6 급의 1주당수확량이 3.4kg에 

불과하지만 아래 표준수확량의 경우 5.2~4.2kg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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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002년 표준수확량 (산청군)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7 101 3.6

8 122 3.9

9 134 4.1

10~12 125 4.4

13~14 143 4.8

15~16 149 5.0

17 173 6.6

18~19 164 6.6

20~24 133 5.2

25 122 5.3

26~29 103 4.2

그림 4-4. 2002년 표준수확량 그래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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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양시

  산청과 마찬가지로 동일수령의 밤나무 재배농가 753호(관리 농가 241호, 

일반관리 농가 512호)를 전체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10a당수확량과 1주당수

확량은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와 일반관리 모두 수령의 증가에 따

라 수확량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수령과 수확량 간의 관

계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본 

수를 이용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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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수령별 수확량 (광양시)

(단위: kg)

재배방법

관리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표본수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표본수

6 - - - 62 1.6 4

7 - - - 62 2.5 2

8 183 4.1 6 119 3.1 7

9 129 4.1 5 173 4.2 6

10 141 4.3 9 95 2.4 14

11 - - - 90 2.3 6

12 108 2.9 8 100 2.8 12

13 109 2.8 18 88 2.4 22

14 - - - 70 1.8 3

15 127 3.7 37 99 3.3 78

16 146 3.8 2 102 2.9 13

17 167 4.3 4 82 2.2 23

18 162 3.7 17 84 2.2 26

19 168 4.0 6 92 2.4 4

20 164 5.1 44 100 3.4 54

21 235 5.8 3 81 2.7 2

22 213 5.4 3 63 1.6 3

23 134 3.3 8 104 3.0 10

24 156 4.3 2 105 3.9 4

25 108 3.0 12 105 3.3 42

26 - - - 119 4.1 12

27 106 3.5 10 107 3.1 8

28 116 3.0 6 110 3.4 18

29 67 2.0 4 121 3.7 11

30 113 3.4 29 100 3.2 61

31 - - - 138 4.4 11

32 112 3.4 8 123 4.0 28

33 - - - 106 3.2 3

34 - - - 125 4.0 2

35 - - - 124 4.0 14

36 - - - 131 4.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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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광양시의 경우 25년생 이후의 수령을 제외하면 재배방법별 수확량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광양시의 경우 산청군과 마찬가지로 조정절차를 통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표본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청군과 

달리 표본수와 수확량의 추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정절차가 필요하다. 즉 관

리 농가의 경우 표본수가 10개 이상인 경우가 13년생, 15년생, 18년생, 20년생, 

25년생, 27년생, 30년생 등 7개 수령에 불과하지만, 표본수가 10개 미만인 12년

생과 23년생의 경우 인접 수령의 수확량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표준

수확량 산출을 위해 그대로 남겨두고 조정하 다. 또한 어린 수령의 수확량을 

확정하기 힘들어 12년생부터 32년생까지만 수확량을 산정하 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조정된 표준수확량을 살펴보면, 관리의 경우 10a당

수확량이 20~22년생에서 164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주당수확량 

역시 20~22년생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30~32년생 10a당수확

량이 25~29년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20~22년생을 

기준으로 하여 수령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이 상승한 후 하락하는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또한 1주당수확량도 전체적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한 후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2002년 표준수확량 (광양시, 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12 108 2.9

13~14 109 2.8

15~17 127 3.7

18~19 162 3.7

20~22 164 5.1

23~24 134 3.3

25~26 108 3.0

27~29 106 3.5

30~32 11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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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02년 표준수확량 그래프 (광양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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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관리의 경우와 달리 일반관리의 수확량은 특정 수령을 중심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령이 높아짐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31년생에서 10a당수확량과 

1주당수확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1. 2002년 표준수확량 (광양시,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10~11 95 2.5

12 100 2.8

13~14 88 2.4

15 99 3.3

16 102 2.9

17 82 2.2

18~19 84 2.2

20~22 100 3.4

23~24 104 3.0

25~27 105 3.3

28 110 3.4

29 121 3.7

30 100 3.2

31 138 4.4

32~34 123 4.0

35~36 12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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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002년 표준수확량 그래프 (광양시, 일반관리)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011121314151617181920 2122 2324 2526 2728 2930 3132 33343536

수령

1
0
a
당

수
확

량
(k

g
)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
주

당
수

확
량

(k
g
)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3.3. 공주시

  공주시의 경우 동일 수령 밤나무 재배자 가운데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농

가수가 전체 대상 680호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표본수 10개 이상을 기준으

로 수령별 수확량을 살펴보면, 관리의 경우 12년생의 10a당수확량과 1주당수

확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며, 일반관리의 경우 10a당수확량은 20년생, 1

주당수확량은 10년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방법에 따라 구분한 

수확량표를 이용하여 10년생, 15년생, 20년생에 대해 10a당수확량을 비교해보

면 광양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리 및 일반관리를 구분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앞의 두 시․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본수 10개 이상의 수령을 이용하

여 수확량을 조정한 결과가 아래의 표 4-13.과 표4-14.와 같이 나타나 있다. 

공주의 경우도 산청과 마찬가지로 표본수만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 으며 그 

결과 관리의 6년생, 8~9년생, 25~29년생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수확량 변화가

12년생을 기준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 후 감소하는 형태를 어렴풋

이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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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수령별 수확량 (공주시)
(단위: kg)

재배방법

관리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표본수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표본수

4 85 2.2 8 - - -

5 123 3.0 25 - - -

6 147 3.6 12 30 0.8 2

7 121 2.8 19 - - -

8 141 3.5 25 - - -

9 122 3.3 5 - - -

10 139 3.8 130 123 4.0 21

11 - - - - - -

12 195 4.9 17 - - -

13 161 4.1 22 - - -

14 252 6.3 2 148 3.7 2

15 145 4.2 114 119 3.5 19

16 253 5.7 2 - - -

17 203 4.3 6 - - -

18 125 4.2 5 - - -

19 - - - - - -

20 144 3.9 140 125 3.4 11

21 - - - - - -

22 - - - - - -

23 - - - - - -

24 107 1.9 2 - - -

25 168 4.8 28 153 3.5 3

26 169 5.1 2 - - -

27 85 1.5 2 - - -

28 73 2.0 3 - - -

29 - - - - - -

30 143 3.9 40 179 4.8 6

31 - - - - - -

32 - - - - - -

33 - - - - - -

34 - - - - - -

35 120 2.9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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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2002년 표준수확량 (공주시, 관리)

수령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5 123 3.0

6 147 3.6

7 121 2.8

8~9 141 3.5

10~11 139 3.8

12 195 4.9

13~14 161 4.1

15~19 145 4.2

20~24 144 3.9

25~29 168 4.8

30~34 143 3.9

35 120 2.9

그림 4-7. 2002년 표준수확량 그래프 (공주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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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반관리의 경우 10년생, 15년생, 20년생의 3개 수령을 기준으로 표준

수확량을 조정할 경우 10a당수확량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수령증가에 따

라 감소 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1주당수확량은 점진적으로 감소

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표본수가 매우 적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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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2002년 표준수확량 (공주시,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 1주당수확량

10~14 123 4.0

15~20 119 3.5

20~30 125 3.4

그림 4-8. 2002년 표준수확량 그래프 (공주시, 일반관리)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수 령

1
0
a
당

수
확

량
(k

g
)

-1.00

1.00

3.00

5.00

7.00

9.00

11.00

13.00

15.00

1
주

당
수

확
량

(k
g
)

10a당 수 확 량 1주 당 수 확 량

4. 설문조사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

  표준수확량은 기후를 평년으로 보고 비배관리 등 경작활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정면적 또는 1주당수확량을 가리킨다. 임산물 

통계에 있어 평년이란 일반적으로 최근 5년을 가리킨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농작물 보험 최초 가입자에 대해 카운티의 10년간 수

확량 자료를 평균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수확량은 재배기술의 발달

이나 종자개량에 의한 생산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되도록 많은 시계열 자

료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준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한 해의 수확량을 바탕으로 작성된 앞 절의 표준수확량은 매우 불안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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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주요 밤 생산지를 대상으로 2004년과 2005년 밤 수확량을 조

사하여 표준수확량을 작성하 다.

4.1. 조사방법 및 내용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도의 주요 밤 생산 시․군 가운데 각각 1곳을 선

정하여 수령별 수확량을 조사하 다. 각 도의 대표적인 생산지이며 밤의 농

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지

인 산청군, 광양시, 공주시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 다.

조사대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02년 밤나무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로 동

일수령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선별하고, 이들 농가를 재배방법별로 구분한 

후, 각 수령별 4농가의 샘플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 다. 해당 수

령의 농가수가 2가구 이상이지만 4가구가 안되는 경우 모두 조사하도록 하

으며, 농가수가 4가구 이상일 경우 난수표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

의 추출방식으로 재배자의 순위를 선정한 후 1위부터 4위의 재배자를 우선

적으로 조사하도록 하 다. 그러나 3년 전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재배자 

현황이 변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수령별로 우선조사 대상자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의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 다.

  조사자가 재배자를 직접 만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입하는 타계식 조사

방법을 적용하 다.

  조사내용으로는 재배경력, 나이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재배면적, 재배품종

별 본수 및 수령, 2004년과 2005년의 생산량, 관리 작업별 실시 일 수, 비용 

등 밤재배 현황과 생산활동 현황 등을 조사하 다.16 조사내용은 생산량 파

악에 집중하지 않고 재배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작성하 는데 그 이유는 

15 석현덕 외(2004)는 농가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 을 때 비슷한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밤나무 재배면적을 6ha로 규정하고, 각 도별로 6ha 이상의 밤나무 재

배농가 수가 가장 많은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제안함.
16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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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재해보험사업 실시를 위한 조사를 표방할 경우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을 

조정하여 대답하는 경향을 우려하 기 때문이다.17

4.2. 조사결과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

가. 산청

  산청의 밤 수확량 조사는 최초 대상농가 187호보다 많은 191호에 대해 실

시하 으나, 재배하고 있는 밤나무가 동일수령으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재배

본수 누락, 수령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43호에 대한 

자료이다. 조사된 자료를 재배방법별로 구분하면, 관리에 해당하는 표본수가 

78호이며, 나머지 65호가 일반관리에 속한다. 2002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배방법별 10a당수확량 및 1주당수확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

므로, 평균수확량 산정을 재배방법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수령별로만 구분하

기로 하 다. 또한 2004년 수령은 조사된 수령에서 1년을 빼서 산정하 으

며, 2개년의 자료를 수령별로 구분하여 평균수확량을 구하 다. 또한 조사 

표본이 1개뿐인 경우는 1개년의 표본 값을 그대로 대입하 다. 동일한 농가

에 대한 2개년의 수확량을 조사하 으므로, 앞서 지적한 바대로 표본 선정의 

임의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산출된 수확량은 아래의 표4-1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1주당

수확량의 경우 표본수가 10개 이상인 수령만 고려했을 경우 19년생이 7.1kg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a당수확량은 이론상 최대 수확기인 

11~13년생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 수령과 높은 수령에서 더 많이 수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04)를 위해 밤 재배자들을 상대로 우

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밤나무 재배실태조사(2002) 시 조사된 재배면적보다 더 많

은 면적을 경 하고 있다고 대답한 재배자가 상당히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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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수확량 조사결과(산청)
(단위: kg)

2004 2005 평균

수령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4 101 3.0 2 - - - 101 3.0 2
5 111 5.7 3 141 4.2 2 126 4.9 5
6 151 4.8 7 111 5.4 3 131 5.1 10
7 147 4.0 5 141 4.6 7 144 4.3 12
8 137 5.3 3 155 4.1 5 146 4.7 8
9 149 6.1 23 131 5.1 3 140 5.6 26
10 144 4.8 5 149 6.2 23 146 5.5 28
11 89 3.2 6 145 4.8 5 117 4.0 11
12 88 3.6 7 76 2.9 6 82 3.3 13
13 161 4.3 3 103 4.3 7 132 4.3 10
14 153 5.4 13 167 4.6 3 160 5.0 16
15 126 5.0 5 149 5.2 13 138 5.1 18
16 106 4.5 5 145 5.8 5 126 5.2 10
17 169 7.5 3 108 4.6 5 139 6.1 8
18 157 6.5 3 176 7.9 3 166 7.2 6
19 146 6.8 15 182 7.5 3 164 7.1 18
20 148 6.0 2 143 6.5 15 145 6.2 17
21 101 6.5 2 182 7.4 2 141 7.0 4
22 - - - 175 9.8 2 175 9.8 2
23 - - - - - - - - -
24 103 9.7 4 - - - 103 9.7 4
25 - - - 69 7.3 4 69 7.3 4
26 91 4.6 2 - - - 91 4.6 2
27 14 0.8 1 91 4.6 2 52 2.7 3
28 148 7.3 1 14 0.8 1 81 4.1 2
29 163 7.8 8 161 8.0 1 162 7.9 9
30 - - - 145 7.1 8 145 7.1 8
31 161 6.1 2 - - - 161 6.1 2
32 105 4.2 1 182 6.9 2 143 5.5 3
33 - - - 121 4.8 1 121 4.8 1
34 95 5.3 7 - - - 95 5.3 7
35 - - - 75 4.0 7 75 4.0 7
36~38 - - - - - - - - -
39 177 7.7 3 - - - 177 7.7 3
40 - - - 203 8.6 3 203 8.6 3
41 91 3.6 2 - - - 91 3.6 2
42 - - - 93 3.7 2 93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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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일부 수령의 

수확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전의 경우와 달리 표본 수와 주변 수령의 

수확량추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조정하 다. 따라서 표본 수는 2002

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개를 기준으로 정하 으며, 인접한 수령과 비교하

여 수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수령은 표준수확량 산출과정에서 제외하

다. 즉 3년생 이하의 수령을 제외하고, 11~13년생, 16~18년생, 21~25년생, 

27년생, 29~34년생 등의 수확량에 대해서는 선행하는 수령의 수확량으로 대

체하 다. 11~13년생의 경우 표본 수는 10개 이상이지만 주변 수령에 비해 

수확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9~34년생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줄

어들지 않고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외하 다. 또한 표본수가 

2개에 불과하지만 1주당수확량을 고려하여 26년생과 28년생의 수확량을 제

외하지 않고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포함하 다.

  이상의 조정을 거쳐 산출된 수확량이 아래의 표 4-16.과 그림 4-9.에 나타

나 있다. 10a당수확량과 1주당수확량이 19년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또한 15~18년생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수령 증가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한 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6. 2004∼2005년 표준수확량(산청)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4 101 3.0

5 126 4.9

6 131 5.1

7 144 4.3

8 146 4.7

9 140 5.6

10~13 146 5.5

14 160 5.0

15~18 138 5.1

19 164 7.1

20~25 145 6.2

26~27 91 4.6

28~34 81 4.1

35 7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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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04년∼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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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양

  광양의 밤수확량 조사는 전체 대상농가 228호 가운데 190호를 조사하 으

나, 재배면적 및 수확량이 조사되지 않은 36호를 제외한 154호의 결과를 표

준수확량 분석을 위해 이용하 다. 피조사자 가운데 관리농가는 72호, 일반

관리농가는 82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방법 구별에 있어 관리에 속하는 표본의 10a당 및 1주당수확량 조사 

결과가 표 4-17.과 같다. 표본 수 10개를 기준으로 최고수확량을 나타내는 

수령은 10a당수확량 138kg의 14년생과 1주당수확량 4.2kg의 9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청의 경우와 달리 표본 수 10개 이상인 수령이 불과 6

개뿐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정절차상 표본 수 기준을 3개로 정하고 그 이

하인 수령은 표준수확량 산정과정에서 제외하 으며, 인접한 수령의 수확

량과 일관성을 비교하여 조정하 다. 즉 6년생 이하의 수령과 11년생, 16년

생, 18년생, 26년생, 28년생, 31~40년생은 표본수가 3개 이하이므로 제외대

상에 포함하 으며, 17년생은 19년생과 20년생에 비해 수확량이 비교적 적

고, 27년생과 29년생은 24년생 및 25년생에 비해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제

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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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수확량 조사결과(광양, 관리)
(단위: kg)

2004 2005 평균

수령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3 2.5 0.1 1 - - 2.5 0.1 1

4 68 0.8 2 5 0.2 1 37 0.5 3

5 - - - 129 1.6 2 129 1.6 2

6 56 1.3 2 - - - 56 1.3 2

7 69 2.5 2 42 1.0 2 55 1.7 4

8 160 4.5 2 62 2.2 2 111 3.4 4

9 106 4.0 11 161 4.4 2 134 4.2 13

10 - - - 106 4.1 11 106 4.1 11

11 101 1.3 1 - - - 101 1.3 1

12 151 4.9 4 101 1.3 1 126 3.1 5

13 - - - 115 3.6 4 115 3.6 4

14 138 2.9 10 - - - 138 2.9 10

15 - - - 106 2.3 10 106 2.3 10

16 31 1.1 2 - - - 31 1.1 2

17 109 2.5 2 36 1.3 2 73 1.9 4

18 81 2.0 1 53 1.3 2 67 1.6 3

19 84 2.7 12 81 2.0 1 82 2.4 13

20 - - - 77 2.8 12 77 2.8 12

21~23 - - - - - - - - -

24 59 1.8 8 - - - 59 1.8 8

25 - - - 53 1.6 8 53 1.6 8

26 50 1.1 2 - - - 50 1.1 2

27 158 6.3 2 50 1.1 2 104 3.7 4

28 - - - 137 5.5 2 137 5.5 2

29 116 2.7 6 - - - 116 2.7 6

30 - - - 64 1.5 6 64 1.5 6

31~33 - - - - - - - - -

34 45 1.3 1 - - - 45 1.3 1

35 - - - 45 1.3 1 45 1.3 1

36~38 - - - - - - - - -

39 48 0.3 1 - - - 48 0.3 1

40 - - - 48 0.3 1 48 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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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2004년과 2005년의 수확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확량

은 표 4-18.과 같이 나타나 있다. 수령별 10a당수확량은 14년생에서 138kg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에 9년생 134kg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두 

수령 사이에서는 106kg에서 126kg 사이를 등락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1주당수

확량의 경우 12년생의 수확량이 주변수령의 수확량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20~23년생의 수확량이 19년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9년

생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후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표 4-18. 2004∼2005년 표준수확량(광양, 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7 55 1.7

8 111 3.4

9 134 4.2

10∼11 106 4.1

12 126 3.1

13 115 3.6

14 138 2.9

15∼18 106 2.3

19 82 2.4

20∼23 77 2.8

24 59 1.8

25∼29 53 1.6

30 64 1.5

그림 4-10. 2004년∼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광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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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수확량 조사결과(광양, 일반관리)
(단위: kg)

2004 2005 평균

수령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2 10 0.3 1 - - - 10 0.3 1

3 40 1.8 2 20 0.7 1 30 1.3 3

4 30 1.3 1 34 1.4 2 32 1.4 3

5 - - - 50 2.2 1 50 2.2 1

6 161 5.3 2 - - - 161 5.3 2

7 57 2.0 5 159 5.3 2 108 3.6 7

8 69 2.5 2 59 1.9 5 64 2.2 7

9 82 3.0 12 80 3.1 2 81 3.0 14

10 24 1.2 2 69 2.8 12 47 2.0 14

11 173 5.7 1 19 1.0 2 96 3.3 3

12 53 1.7 1 173 5.7 1 113 3.7 2

13 22 1.2 1 53 1.7 1 38 1.5 2

14 131 3.1 14 17 1.0 1 74 2.0 15

15 - - - 111 2.7 14 111 2.7 14

16 254 4.2 1 - - - 254 4.2 1

17 61 1.3 1 254 4.2 1 158 2.8 2

18 - - - 20 0.4 1 20 0.4 1

19 87 2.6 19 - - - 87 2.6 19

20 66 2.0 3 73 2.2 19 70 2.1 22

21 - - - 68 2.1 3 68 2.1 3

22 - - - - - - - - -

23 54 2.8 1 - - - 54 2.8 1

24 64 2.0 4 50 2.6 1 57 2.3 5

25 - - - 69 1.8 4 69 1.8 4

26 - - - - - - - - -

27 6 0.1 1 - - - 6 0.1 1

28 - - - 8 0.1 1 8 0.1 1

29 99 2.6 5 - - - 99 2.6 5

30 - - - 54 1.4 5 54 1.4 5

31∼33 - - - - - - - - -

34 53 1.4 2 - - - 53 1.4 2

35 74 1.8 1 43 1.3 2 59 1.5 3

36 - - - 61 1.5 1 61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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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 농가로 분류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4-19.와 같이 나타나는데, 

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별 수확량이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서 조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

된다. 일반관리 농가의 표본 수 역시 10개를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6개 수령

만 포함되어 표준수확량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본수 3개

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 수가 그 이하로 존재하는 수령은 표준수확량 산정과

정에서 제외하 는데, 이렇게 제외된 수령은 2~6년생, 11~13년생, 16~18년생, 

21~23년생, 26~28년생 등이다. 또한 인접한 수령과 비교하여 수확량이 지나

치게 많거나 적은 수령도 제외하 는데, 7, 10, 29년생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된 수령별 수확량이 표 4-20. 및 그림 4-11.과 

같이 나타나 있다. 10a당수확량은 15~18년생에서 111kg으로 가장 많으며, 1주

당수확량은 9~13년생이 3.0kg을 기록하여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량 그

래프를 살펴보면, 14년생과 24년생의 수확량이 주변 수령의 수확량과 일관성

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 10a당수확량의 경우 15~18년생 그리고 1주당수확

량의 경우 9~13년생을 기준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이 점진적으로 상

승한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서 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수확량 그래프에 비해 훨씬 선명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0. 2004∼2005년 표준수확량(광양,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8 64 2.2

9∼13 81 3.0

14 74 2.0

15∼18 111 2.7

19 87 2.6

20∼23 70 2.1

24 57 2.3

25∼29 69 1.8

30 5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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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2004년∼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광양,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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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주

  공주의 밤수확량 조사의 경우 전체대상농가 159호 가운데 145호를 조사하

으나, 재배면적 및 수확량이 파악되지 않은 24호를 제외한 121호의 결과가 

표준수확량 분석을 위해 이용되었다. 관리농가와 일반관리 농가의 수는 각각  

97호, 2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수확량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 표본수가 가장 많은 수령이 9년생으로 10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수령에 걸쳐 표본 수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10a당수확량의 경우 16년생을 중심으로, 1주당수확량은 18년생

을 중심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

내고 있으나, 인접한 수령 간 수확량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a당수확량의 경우 10년생에서 11년생

으로 성장하면서 수확량 차이가 42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년생에서 

13년생으로 가면서 수확량은 57kg 증가하고, 또한 20년생에서 21년생으로 노

령화 되는 과정에서 80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수확량의 경우에

도 10년생에서 11년생으로 성장하면서 수확량이 1.1kg 감소한 반면, 12년생에

서 13년생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1.3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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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수확량 조사결과(공주, 관리)
(단위: kg)

수령
2004 2005 평균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3 173 5.3 5 - - - 173 5.3 5

4 158 5.9 3 200 5.6 5 179 5.7 8

5 120 3.3 4 174 6.5 3 147 4.9 7

6 165 2.6 3 101 2.6 4 133 2.6 7

7 173 5.3 4 131 2.0 3 152 3.7 7

8 180 4.6 5 144 4.4 4 162 4.5 9

9 216 5.9 5 167 4.2 5 191 5.0 10

10 148 4.1 3 220 5.9 5 184 5.0 8

11 139 3.8 5 145 3.9 3 142 3.9 8

12 158 5.3 4 131 3.6 5 145 4.4 9

13 257 6.8 2 147 4.7 4 202 5.7 6

14 178 5.3 4 242 6.3 2 210 5.8 6

15 222 5.7 4 146 3.9 4 184 4.8 8

16 208 5.5 3 218 5.5 4 213 5.5 7

17 161 6.8 1 210 5.5 3 185 6.2 4

18 161 6.8 3 202 4.0 1 182 7.0 4

19 249 6.7 5 159 7.3 3 204 7.6 8

20 175 8.7 3 236 6.5 5 206 6.3 8

21 108 4.8 2 145 7.8 3 126 5.1 5

22 161 5.4 4 108 4.8 2 134 5.0 6

23 108 4.7 2 155 5.3 4 131 5.5 6

24 186 6.3 6 106 4.7 2 146 5.8 8

25 149 6.0 3 170 5.7 6 159 4.7 9

26 148 4.4 1 124 4.9 3 136 1.9 4

27 123 3.8 4 148 4.4 1 61 4.2 4

28 139 4.3 2 134 4.1 4 136 4.9 6

29 148 5.5 2 139 4.3 2 143 3.6 4

30 69 2.2 3 145 4.9 2 107 1.3 5

31 65 2.1 1 86 2.6 3 76 2.3 4

32 - - - 61 2.0 1 61 2.0 1

33 129 2.4 1 - - - 129 2.4 1

34 - - - 143 2.7 1 143 2.7 1

  산청이나 광양의 경우 수확량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표본수를 이용하 으나, 

공주는 상대적으로 수령별 표본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수확량 조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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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수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확량의 전체적인 추세와 인접수

령과의 일관성만 고려하여 수확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고려된다.

  수확량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3~5년생은 표준수확량 산정 절차에서 제

외하고 6년생부터 시작하여 산정하 다. 수확량 조정절차는 우선 10년생, 11

년생, 12년생의 수확량이 9년생이나 13년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고려되므로 

9년생 수확량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16년생을 15년생 수확량으로 대체하 으

며, 19, 20, 21년생을 18년생으로 대체, 27년생을 26년생 수확량으로 대체하

다. 10a당수확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령의 1주당수확량도 같이 조정하 으나, 

26년생과 27년생의 1주당수확량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서 1주당수확량은 25년생을 기준으로 조정하 다.

  이상의 조정절차를 거쳐 산정한 수령별 표준수확량이 표 4-22. 및 그림 4-12.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22, 23, 24년생 등이 앞뒤 수령의 수확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앞 절에서 

산정한 2002년 표준수확량보다 훨씬 부드러운 수확량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2. 2004∼2005년 표준수확량(공주, 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6 133 2.6

7 152 3.7

8 162 4.5

9~12 191 5.0

13 202 5.7

14 210 5.8

15~16 184 4.8

17 185 6.2

18~21 182 7.0

22 134 5.0

23 131 5.5

24 146 5.8

25 159 4.7

26~27 136 4.7

28 136 4.9

29 143 3.6

30 1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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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004년∼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공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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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수확량 조사결과(공주, 일반관리)
(단위: kg)

수령
2004 2005 평균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10a당
수확량

1주당
수확량

표본수

3 65 1.4 4 65 1.4 4
4 11 0.3 1 64 1.5 4 38 0.9 5
5 242 1.1 2 11 0.3 1 127 0.7 3
6 - - - 290 1.4 2 290 1.4 2
7~11 - - - - - - - - -
12 202 4.3 3 - - - 202 4.3 3
13 212 3.4 2 179 3.9 3 196 3.6 5
14 - - - 151 2.4 2 151 2.4 2
15~16 - - - - - - - - -
17 81 4.2 4 - - - 81 4.2 4
18 - - - 69 3.7 4 69 3.7 4
19~20 - - - - - - - - -
21 121 10 1 - - - 121 10.0 1
22 - - - 97 8.0 1 97 8.0 1
23 151 5.7 1 - - - 151 5.7 1
24 - - - 151 5.7 1 151 5.7 1
25~28 - - - - - - - - -
29 119 4.7 3 - - - 119 4.7 3
30 - - - 139 5.3 3 139 5.3 3
31 148 6.3 1 - - - 148 6.3 1
32 101 2.7 2 161 6.9 1 131 4.8 3
33 89 2.4 2 89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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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 경우 일반관리에 속하는 표본수가 24개에 불과하여 수령별 수확

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할 경우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매우 적다. 그러나 관리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별 수확량을 산출하면 

표 4-2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수령별 표본수와 관계없이 3년생, 14년생, 17년생, 18년생을 기준

으로 조정한 수확량이 표 4-24. 및 그림 4-13과 같이 나타난다. 수령이 13년생

에서 14년생으로 늘어나면서 수확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후 

17년생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표준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4. 2004∼2005년 표준수확량(공주,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3~13 65 1.4

14~16 151 2.4

17 81 4.2

18~32 69 3.7

그림 4-13. 2004년∼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공주,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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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표준수확량 수정 및 보완

  앞 장에서 작성한 2002년 및 2004, 2005년 수확량을 이용하여 3개년 평균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 기초 자료를 다시 이용하여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수령간 분산이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3개년 평균 표준수확량 산출을 위한 

기본 자료는 조정된 수확량(표준수확량) 자료를 이용하 다.

1. 산청

  산청군의 2002년 수확량과 2004년 및 2005년 수확량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한 수확량을 살펴보면, 10a당수확량 및 1주당수확량이 가장 높은 수령은 19

년생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2년 자료만 이용한 수확량 분석 결과보다 최고 

수확량 수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a당수확량의 경우 14년생, 

17년생을 제외하면 최고수확량을 나타내는 19년생을 중심으로 증가한 후 감

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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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산청)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4 101 3.0

5 114 4.0

6 117 4.1

7 122 3.9

8 134 4.3

9 137 4.8

10~12 136 4.9

13 145 5.1

14 152 4.9

15~16 143 5.1

17 155 5.9

18 151 5.9

19 164 6.9

20~24 139 5.7

25 133 5.8

26~27 97 4.4

28~29 92 4.1

30~34 81 4.1

35 75 4.0

그림 5-1.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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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양

  3개년 수령별 표준수확량을 평균하여 산출한 표와 그래프를 살펴보면, 10a

당수확량은 9년생과 18년생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1주당수확량은 9

년생에서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10a당수확량은 9년생과 18년생을 기준으로수

령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광양, 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7 55 1.7

8 111 3.4

9 134 4.2

10~11 106 4.1

12 117 3.0

13 112 3.2

14 124 2.9

15~17 116 3.0

18 134 3.0

19 122 3.0

20~23 121 3.9

24 96 2.5

25~26 80 2.3

27~29 80 2.5

30~32 88 2.5

그림 5-2.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광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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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수확량도 9년생과 20년생~22년생을 중심으로 10a당수확량과 비슷한 형

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관리도 관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3개년 평균수확량을 산출하면 

표 5-3.과 같다. 2002년도 결과가 특정 수령을 중심으로 증가 후 감소하는 모

습을 나타내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령이 높아짐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3개년 평균 수확량도 수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15년생~18년생의 10a당수확량이 다른 

수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주당수확량의 경우 14년생과 30년생을 

제외하면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가 2.0kg~3.0kg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리와 일반관리 모두 수령 증가와 수확량 변화의 관계를 적

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3개년 평균을 최종적인 표준수확

량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광양,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10~11 86 2.9
12 88 3.0
13 84 2.8
14 79 2.2
15 107 2.9
16 108 2.8
17 101 2.5
18 102 2.5
19 86 2.4
20~22 80 2.5
23 81 2.4
24 73 2.5
25~27 81 2.3
28 83 2.4
29 86 2.5
30 69 2.0
31 82 2.4
32~35 7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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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광양,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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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주

  공주시의 3개년 표준수확량을 수령별로 평균한 값을 보면, 10a당수확량은 

12년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주당수확량은 18~19년생이 가장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10a당 수확량의 경우 21년생 이후의 수확량 변화가 규칙적이

지 못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가 점진적인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1주당수

확량의 경우 18~19년생에서 5.6k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5~16년생, 22년생, 29년생의 수확량이 주변 수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주의 일반관리는 표본수가 매우 적어 3개년 평균수확량에 큰 의미를 부

여하기 어렵지만 수리적인 계산을 통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0a당수확량의 경우 최고 수확량을 보이는 14년생을 중심으로 수령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이 상승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3년생 이하의 밤

나무 보다 17년생 이상의 밤나무 수확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주당수확량은 14년생과 17년생을 제외한 전 수령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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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공주, 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6 140 3.1

7 137 3.2

8 152 4.0

9 166 4.3

10 165 4.4

11 191 5.0

12 193 5.0

13 181 4.9

14 185 4.9

15~16 164 4.5

17 165 5.2

18~19 163 5.6

20~21 163 5.4

22 139 4.4

23 137 4.7

24 145 4.9

25 164 4.7

26~28 152 3.3

29 156 4.2

30 125 2.6

그림 5-4.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공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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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공주, 일반관리)

수령 10a당수확량(kg) 1주당수확량(kg)

3~9 65 1.4

10~13 94 2.7

14 137 3.2

15~16 135 3.0

17 100 3.8

18~30 94 3.6

그림 5-5. 2002년 및 2004년, 2005년 표준수확량 그래프(공주,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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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연속적인 태풍피해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밤 재해보험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해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표준수확량의 정확한 산정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표준수확량은 표준가격과 곱해져서 보험금액이 결정되고, 이렇게 계산된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또한 보험금액과 손해비

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표준수확량은 보험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며, 계산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이 산

출되는 것이다.

  표준가격과 보험요율 및 손해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시된 표

준수확량이 보험가입자의 수확량보다 많다면 보험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책

정되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나, 피해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

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 피해농가는 재해에 의한 피해를 피하려는 노력을 게

을리 하게 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농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로 인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수록 도덕적 해이의 발생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표준수확량이 실제보다 적어 보험금

액이 낮게 책정될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피해 발생에 따른 보

험금 수령액이 적어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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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농산물 재배자들은 보험가입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표준

수확량은 해당 농산물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 과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준수확량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산물에 비해 훨씬 다양한 통계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농작물의 경우에도 

최초 시범사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으며, 처

음 산정된 표준수확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산정의 어려

움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산물 생산통계 자료, 밤나무 재배실태조사 자료, 설문조

사 자료 등 3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 산정을 시도해 보았다. 생산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 표준수확량은 시․군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

으므로 그 과정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9년생 이상의 밤

나무에 대한 생산량을 구분할 수 없으며, 시․군 전체 밤나무를 대상으로 작

성하 기 때문에 관리방법 차이에 따른 생산량을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급별 재배면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

하기가 불가능 하며, 이러한 생산량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많은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생산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

량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자료의 경우 전수조사 자료이므로 이용 

가능한 횡단면자료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계열자료는 1개년에 불

과하여 표준수확량 정의에 나타난 평년의 개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시계열 자료를 보충하고 평년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의도로, 이 

연구에서는 따로 조사된 설문 자료(2005년 자료)와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 자료를 통합하여 표준수확량을 구하고자 하 다. 2005년 자료의 

경우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2004년과 2005년의 생산량자료를 수집하

으므로 표본 추출의 임의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표본 수

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수령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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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은, 이론을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은 밤나무 수령과 수확량 간의 관계

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

한 수확량 표나 그래프는 보험사업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조정을 통하여 수확량을 재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밤나무 재배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산청, 공주의 표준수확량 산정의 경우에는 표본수만

을 기준으로 조정하 으나, 나머지는 인접한 수령의 수확량 추세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 다.

표 6-1.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한 자료별․지역별 조정 기준

조정구분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자료 설문조사 자료

산청 ․표본수 기준(10개) ․표본수(10개) 및 수확량 추세 기준

광양
․표본수(10개) 및 수확량 추세 
기준

․표본수(3개) 및 수확량 추세 기준

공주 ․표본수 기준(10개) ․수확량 추세 기준

1.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정 절차를 거쳐 산정된 수확량 자료를 살펴보면, 산청의 경우 2가지 조

사 자료를 평균한 수확량이 수령 증가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 형태를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과 2005년 자료의 수확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몇 개 수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면 시범사업을 위한 기

준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된다.

  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 1주당수확량과 최종적으로 산정한 표준수확

량을 비교해보면, 생산통계상 최고 수확량을 나타내는 12년생부터 18년생까

지만 제외하면 설문조사에 의한 최종 표준수확량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산통계의 경우 집계방법이 잘 알려져 있

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산정된 표준수확량을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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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생산통계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비교(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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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조사 자료별 표준수확량 차이(광양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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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지역별 표준수확량 차이(10a당표준수확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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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광양시의 경우 그림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자료와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시기별로 산정한 표준수확량이 차이를 보이

는 이유가 실제로 생산성이 떨어진 것인지, 또는 조사상의 오차에 의한 것인

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수령별 수확량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6-3. 참조). 그러므로 광양에 한하여 평균한 자

료를 표준수확량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2002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

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확량 감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경우 2002년 자료와 2005년 자료를 통합하여 산정된 표준수확량을 사용하여

야 할 것이다.

  공주시의 경우 산청과 마찬가지로 2가지 자료를 평균한 수확량이 각각 독

립적으로 산정한 것보다 개선된 것으로 고려되므로,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

러나 일반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의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

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2. 표준수확량 개선방안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설문조사 자료의 결과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산

정하고 이를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확량

을 산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표준수확량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사업의 도입절차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본 사

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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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범사업 실시 전

  먼저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표준

수확량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조사시기별로 수확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

나는 광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주요 생산지, 즉 진주, 하동, 순천, 구례, 부여, 충주 등에 대해서도 수확

량 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관리방법별․수령별 수확량 자료를 확보하

여 농가별 재배수령의 구성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표본 수가 충

분하지 않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에서 제외된 어린 

밤나무의 수확량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18 이러한 절차는 보식 등으로 

인해 해마다 변화하는 재배실태를 상세히 반 하기 위한 것으로, 벌채 후 식

재되는 밤나무의 수령, 본수, 재배면적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 수확량 자료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실험을 위해 산림과학

원에서 운 하고 있는 시범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2.2. 시범사업 기간

  재해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그동안 준비하여 작성한 표준

수확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의 개인

별 수확량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개인별 수확량 자

료는 기존의 표준수확량을 보완하고 현실에 더 가깝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용될 것이며, 동시에 본 사업이 시행되면 개인별로 적용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별 수확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생산과 관계된 객

관적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객관적 서류로는 공 도매

18 광양의 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의 경우 일관성과 표본 수를 고

려하여 조정한 결과가 관리는 12년생부터, 일반관리는 10년생부터 표준수확량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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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하확인서, 농협 농산물 사업장 판매대금 정산서 등 법인 사업장에서 

발행한 자료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년도 자료에 한하며 수량, 정산가격 등

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보험자는 가입 대상

지에 대한 면적과 품종, 수령, 재배 방법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표준수확량 개선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3. 본 사업

  본격적인 재해보험사업이 시행되면, 개인별 수확량 자료가 확보된 기존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신규 가입자에 한

해서 표준수확량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수확량을 필요로 하는 사

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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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표준수확량

[1] 사과

그림 1. 사과 표준수확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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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과 표준수확량(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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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그림 3. 배 표준수확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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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 표준수확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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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도 1주당수확량

그림 5. 포도 표준수확량 (1주당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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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숭아 1주당수확량

그림 6. 복숭아 표준수확량(1주당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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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밤나무 재배실태조사표 및 조사요령

[1]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표

성명 주소

나이 연락처 조사자

1. 밤나무 재배 현황

조사순서 재배면적 품종 재배본수 수   령

2. 밤을 재배하여 올린 수입이 전체 가구수입의 절반(50%)을 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한 해(2005년) 동안 실시한 관리작업 및 수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지치기 시비 풀베기 간벌
병충해방제

수확
자가 항공

실시 일수(일)

하루 평균 
참여인원(명)

남

여

일당(원/인)
남

여

※ 참여인원은 자가노동과 고용노동 모두 포함. 

※ 일당은 남여로 나누어 일인당 일당만 기입함.

4. 시비와 병충해방제를 하 을 경우 소요된 비료(퇴비 및 화학비료 모두 포

함)와 농약의 총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① 비료 (             )원,    ② 농약 (자가:         항공:           )원

5. 지난 해(2004년)와 올해(2005년) 밤 생산량은 각각 몇 포대(40kg/포대)입니까?

   ① 2004년: (           ) 포대   ② 2005년: (           )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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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요령

○ 이 조사의 목적은 동일한 수령의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재배실

태를 파악하는 것임

○ 첨부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령별로 조사순서에 따라 조사

- 각 수령별 최대 조사 농가수는 4농가. 따라서 농가수가 4농가 미만일 경우 

조사대상 농가를 모두 조사

 - 밤 재배를 포기한 농가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순서에 따라 그 다음 

농가를 조사

 - 첨부된 조사대상자명단은 3년 전에 조사되었던 자료로서, 각 대상자가 재

배하고 있는 면적과 품종별 재배본수, 재배수 수령 등이 나타나 있음

 - 따라서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으면 동일한 수령의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

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실시

○ 첨부자료의 품종별 재배본수 및 재배수령이 많이 변하 을 경우에는 아

래의 요령에 따라 조사

- 보식, 신규조림 등으로 인해 동일한 수령의 밤나무만을 재배하지 않을 경

우에는 본수가 가장 많은 밤나무의 수령(주 수령)을 기입하고, 주 수령의 

본수가 전체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음

- 단 3년생 이하의 밤나무는 전체 본수에서 제외

-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화로 주 수령의 본수가 70%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함

○ 첨부자료 “조사대상자 명단”은 2002년에 조사된 재배자 현황임

- 밤나무 예상수령이란 조사대상자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밤나무의 예상수

령을 가리킴

- 조사순서는 조사 당시(2002년) 수령과 각 수령별 대상농가의 조사순서를 

나타낸다. 즉 4-1은 2002년 당시 4년생 밤나무 재배자 가운데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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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야할 대상자를 가리킴

○ 조사순서가 숫자로만 된 것과, 일4-1 등 “일”로 시작하는 것을 구분하여 

조사

- 동일한 수령이라도 두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요령을 적용하여 조사

3. 밤 재해보험 사업 도입을 위한 준비

○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해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밤 재해보험제도 도입

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언급함

[1] 준비사항

○ 밤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는 표준수확량 산정, 표준가격 

산정,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 보험료율 산정, 상품 및 약관 준비, 법적 근

거 마련 등 다양한 작업을 수반함

가. 표준수확량 산정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를 필두로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기까지 지속적

인 조사가 필요

나. 표준가격 산정

○ 평균수취가격에서 평균출하비용을 차감한 금액

○ 평균수취가격 

- 품목의 상품 또는 중품가격을 지역별로 평균

- 조사기간은 평년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근 5개년 가격을 기준하되, 최고값

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으로 산출하되 출하기 가격을 적용

- 조사 기준은 산림조합, 농협, 도매시장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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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비용 

- 최근 3년간 생산자 출하비용을 평균하여 산출

다. 손해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손해평가는 보험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할 보험금

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손해평가인 및 손해

사정(법)인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험가입단위별로 기준수확량과 감수

량을 평가하고 피해율을 산출하는 것

- 따라서 지급보험금은 손해평가에 따른 피해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

므로 재해보험의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

- 그러나 농작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작물에 대한 손해평가는 일반재해

보험과 달리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업

의 초기단계에서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밤의 경우 외피에 둘러싸여 있고, 식재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이 재해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작물 재해

보험의 손해평가 방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므로 재해보험 실시에 앞서 현 재배실정에 맞는 손해평가 방법을 마

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 실시를 위해 표준수확량 산정과 함께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연구

라. 보험료율 산정연구

○ 보험사업실시가 확실해지면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산정

마. 상품 및 약관 준비

○ 보험사업 전에 사업자가 준비할 사항이지만, 대상재해, 보험가입 단위, 보

험료율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입준비위원회(가칭) 등에서 결정하여 

기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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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적 근거 마련

○ 보험료 및 운 비 보조,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정방법 등 보험사업을 실

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준비조직

○ 밤 재해보험사업 도입을 위한 준비조직에서는 상기한 준비사항을 포함하

여 상품과 약관 마련을 위한 기준을 결정

○ 준비조직 구성

- 밤 재해보험사업 도입 실무 작업반(가칭)

- 밤 재해보험사업 도입 준비위원회(가칭)

○ 준비조직의 기능 및 업무

- 실무작업반 : 통계자료 정비 등을 포함하는 밤 재해보험 시행기준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상정

  ① 대상재해 : 주계약 : 태풍

                   특약 : 병충해 등

  ② 보험료 납입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

  ③ 자기부담율

  ④ 보험가입 단위: 과수원별, 필지별, 농가별 

  ⑤ 보험요율 적용 방법

     주계약 : 시․군별 요율

     방재시설 할인

     개인별 할인․할증 적용

     품종별 성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⑥ 보험기간

  ⑦ 보험 가입자: 대상지역에서 보험대상작물을 ○○ha 이상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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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시범사업 지역 선정

  ⑨ 표준가격

  ⑩ 표준수확량 확정

- 준비위원회 : 실무작업반에서 상정한 밤 재해보험 시행기준 등을 포함한 

도입방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

[3] 준비의 흐름도

○ 실무작업반에서 연구사업에 따라 제시된 표준수확량, 손해평가방법, 보험

료율 등과 기타 시행기준 등을 정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준비위원회

로 상정

○ 준비위원회는 상정된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확정

○ 산림청에서는 준비된 도입방안을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예산

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험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

보험사업자

기획예산처 산림청 농림부

도입준비위원회

표준수확량 실무작업반 손해평가방법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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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일정

○ 밤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월별 추진일정 

일 시(월) 도입방안 마련 밤 재해보험법 마련

2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3 ∙제(개)정 계획수립 및 입안

4 ∙시행방안 마련, 1차 공청회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및 법률안 확정

5 ∙시행방안 보완, 2차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6 ∙예산확보 ∙입법예고, 규제심사, 산림청안 확정

7 ∙세부운 실시 요령마련 및 홍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8             ″ ∙국무회의 심의 및 법률안 국회 제출

9             ″

10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11             ″

12             ″ ∙법률 공포

1(익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2(익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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