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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인 WTO/DDA 상이 

지체되면서 국가 성장 략의 일환으로 통상정책의 우선순 를 주요국과의 

FTA 추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 2004년 한･칠  FTA를 시작으로 싱

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과 FTA를 발효 이며, 콜롬비아, 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는 발

효 차를 비 입니다.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

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을 근

거로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하여 이행상황을 정부가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연구는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보고)와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를 근거로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농업

련 FTA 사후 향평가 방법  모형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데 그 목 이 있습

니다. 

이 연구가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FTA에 해 농업 련 사후 향평가 방법 

 모형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합니다.

2015. 5.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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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농업분야 기 체결 FTA 사후 향평가모형 개발의 이론  근거와 

방법론에 한 기 연구로, 향후 기 체결 FTA 사후 향평가모형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 고, 2015년 5월 재 11건이 발효된 상황이다. FTA 이행이 가속화될

수록 기 체결된 FTA 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농업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 이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 원회에 보고하도

록 되어 있으며,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주기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하

도록 하고, 필요 시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에 활용할 주 분석모형은 한국농업과 품목별 특성  상황을 잘 반 하

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KREI-KASMO를 주 분석모형으로 활용하되, 후방 

연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보완 분석 수단으로 산업

연 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향분석효과

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과 병행할 수 있다. FTA 

사후 향평가를 해서는 기존의 KASMO를 몇 가지 측면에서 수정･보완하여

야 한다. 먼 , 특정 FTA의 세철폐  TRQ 증량이 없을 경우의 FTA 사후 

향분석을 한 계측방법이며, 다음으로 이를 한 모형구조변환이 요구된다. 

첫 번째, 사후 FTA 경제  향분석을 한 계측방법은 1) 분석시   분

석기간과 2) 향평가 방향 3) 모형의 단일 행태방정식에 포함된 오차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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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분석시   분석기간은 FTA 발효시 을 시작 으로 

하되, 이행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향평가 방향은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으로 계측하는 방법으로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

행시 까지의 실제치가 베이스라인이 되며, 시나리오를 용한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시뮬 이션 망치가 시나리오 결과 값이 된다. 

모형의 단일 행태방정식에 포함된 오차항의 용은 특정 FTA의 세철폐  

TRQ 증량이 없을 경우, FTA 경제  향분석을 한 계측방법으로, 사후 향

평가에서 모형에서 사용하는 행태방정식별 탄성치를 이용하여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측(forward forecasting)을 하 을 때, 실제 값

()과 측치()를 비교한다면 오차( )가 발생되는데, 특정 FTA의 

시나리오(FTA 미체결)를 시뮬 이션을 할 경우, 모든 행태방정식의 시나리오 

추정치()에 오차항()을 더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향평가는 베이스라인 

() 와 시나리오 (
 )의 차이가 된다.

두 번째, 이러한 계측을 해서 모형구조변환이 필요하다. 기존 KASMO를 

수정･보완하여 기 체결 FTA 향평가를 한 모형구조변환 방법으로 KASMO

의 수입수요함수를 FTA 체결국 기 으로 분리하는 방안, 국제 농업무역모형 

개발, 마지막으로 수정된 KASMO에 국제 농업무역모형을 결합하는 방안이 있

다. 재 KASMO 모형은 품목별, 용도별 주요 국가의 수입수요함수가 분리되어 

운 되고 있으나, 데이터 확보  모형추정의 어려움으로 주요 국가 이외의 국

가는 기타국가로 구분하여 수입수요함수를 운 하고 있어 사후 향평가를 해

서 기존 KASMO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국가에서 기 체결 FTA 국가별 수입수요

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국제 농업무역모형 개발은 기존 KASMO의 주요 무역상

국에 한 환류효과(feedback effects)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극

복하기 한 것으로, 미국 FAPRI  USDA/ERS와 OECD/FAO와 같이 국제 

농업무역모형 개발을 통해 KREI-KASMO와 연계하는 모형개발 로젝트를 시

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국제곡물 수  망을 

해서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가 국제곡물 수  망  정책시뮬

이션을 해 World GEM-LOCS 2012을 공동 개발하 고, 이를 농업 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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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곡물 측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채소류와 과일류 등 국제 농업무역모형을 

추가 개발한다면, KASMO의 근본  환류효과에 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기존 KASMO의 수입수요함수를 FTA 체결국 기 으로 세분화하고, 세계 채

소류와 과일류 모형 등을 추가 개발하여 수정･보완된 국제 농업무역모형

(GEM-LOCS)을 KASMO에 결합하여 구축한 기 체결 FTA 사후 향평가모형

은 농업에 국한된 일반 균형모형 형태로 활용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평가

되며, 국내외 정책 시뮬 이션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농업의 후방

연 분석은 새로 구축된 모형에서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산업연 분석을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정부가 시행 인 FTA 국내보완 책 효과계측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정부는 FTA 국내보완 책을 정책목   사업 내용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사업군, 77개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농어업인 등을 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기 ). 이러한 FTA 국내보완 책 평가는 미시 으로 수혜농가의 소득

증가를 유발시킨 것으로 평가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소득증  효과 등을 품목

별, 농업 체에 해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사업별로 생산비, 가격, 

단수 등에 미치는 요인  인과 계 분석을 통해 특정 라미터 값을 계측하여

야, 거시 인 정부정책 평가가 가능하다. 재 직 으로 농가소득에 향을 

미치는 직불제도를 제외하고는 정부정책을 모형에 투여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이와 련된 연구가 실히 필요한 상

황이다.

끝으로, FTA 사 향평가와 사후 향평가의 결과, 피해액에서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형에서 측할 수 없는 질병, 가뭄 등 기상이변

에 따른 국내외 수 상황  가격 변화 등과 사 평가시  이후 FTA 체결국 

변화로, 향후 추진될 특정 FTA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FTA 체결로 

변화될 무역창출  무역 환효과를 반 하지 못한 , 그리고 정부의 FTA 보

완 책정책 시행 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사 향평가와 사후 향평가의 

피해액이 반드시 비슷한 수 의 결과 값으로 계측될 필요성은 없으며, 그 차이

에 한 객 인 설명은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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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n Existing FTAs’ Ex Post Impact 

Assessment Model

This research aims to set the direction in developing an ex post impact 

evaluation model of existing FTAs as a preliminary study on the theoretical 

basis and methodology of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in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 has signed 15 FTAs with 52 countries for the last 10 years, and 

11 FTAs have taken effect as of May 2015. As FTA implementation 

accelerates,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comprehensively assess the effects 

on domestic agriculture by analyzing concessions on farm products, agricultural 

trade and so on by existing FTA partner country.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Act on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Commercial Treaties,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rade agreements which have taken effect for less than 10 years and 

should report the results to the National Assembly’s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Based o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the 

assessment period of the implementation situation of commercial treaties is 

every 5 years after their effectuation, and additional evaluation can be 

conducted if necessary. Therefore, it is needed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through this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the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s’ conflicting arguments more objectively.

The main analysis model for assessment should reflect Korean 

agriculture’s features and the situation by item well. Thus, KREI-KASMO can 

be utilized as the main analysis model. If the impact on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is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interindustry analysis 

model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analytic method. And if macroeconomic 

impact analysis is simultaneously considered as well as agriculture, the CGE 

model, a general equilibrium model, can also be used. To evaluate ex post 

effects of an FTA, KASMO needs to be improved in some aspects: measuring 

methods to analyze the FTA’s ex post impact without the FTA’s tariff 

elimination and TRQ increases; and model structure transformation for those.

First, the measuring methods to analyze ex post economic effects of 

the FTA can be divided into 1) the time and period of analysis; 2) the 



vii

direction of impact assessment; and 3) application of error terms included in 

the model’s single behavioral equation. The FTA effectuation time can be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and the implementation period can be set as the 

period of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act evaluation is a method to measure 

from the FTA effectuation time to the last implementation time: the actual 

value during the period becomes a baseline, and the simulation’s estimated 

value from the FTA effectuation time to which the scenario is applied to the 

last implementation time becomes the scenario’s result value. The application 

of error terms included in the model’s single behavioral equation is the 

measuring method to analyze a certain FTA's economic effects without the 

FTA's tariff removal and TRQ increases. When forward forecasting is 

conducted from the FTA effectuation time to the last implementation time by 

using elasticity by behavioral equation utilized in the ex post impact 

assessment model, if the actual value () and the estimated value () are 

compared, error ( ) occurs. And in case of a scenario simulation of 
an FTA which is not concluded, all behavioral equations’ scenario estimate 

() and the error term () are added. Here, impact assessment becom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seline () and the scenario (
 ).

Second, model structure transformation is needed for this measurement. 

The ways to change the model structure for existing FTAs’ effect evaluation 

by improving KASMO are to separate KASMO’s import demand function 

through the standard of an FTA partner, to develop an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model, and to combine the trade model and the revised KASMO. In the 

current KASMO model, major countries’ import demand functions are 

separated by item and use. Nonetheless, import demand functions are operated 

with the countries that are not major nations classified as other countries due 

to difficulties in securing data and estimating in the model. Therefore, for ex 

post impact assessment, import demand functions by existing FTA partner 

should be estimated from other countries included in the current KASM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model should be developed to overcome the 

limit that the existing KASMO cannot reflect feedback effects regarding major 

trade partners in the model.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model like U.S. FAPRI, USDA/ERS, and OECD/FAO and link it 

with KREI-KASMO. KREI developed World GEM-LOCS 2012 jointly with 

FAPRI for the global grain supply and demand outlook and policy simulations, 

and is using it for the agricultural and international grain outlook. Therefore, 

if KREI develops an international trade model for fruit and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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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MO’s limit regarding feedback effects can be overcome.

If KREI develops the existing FTAs’ ex post impact assessment model 

by combining KASMO with the improved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model (GEM-LOCS) through the subdivision of KASMO's import demand 

functions by FTA partners' standard and the additional development of the 

world fruit and vegetables model, it will be very useful as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domestic and foreign policy 

simulations will be possible. Also, the direction of agriculture’s upstream and 

downstream analysis should be to add interindustry analysis by utilizing 

estimated values in the new model.

Additionally, studies are needed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current domestic countermeasures against FTAs.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farmers & fishermen and so on through the measures with 5 

areas, 18 project groups, and 77 projects classified according to policy 

purposes and project contents (as of 2014). The countermeasures are evaluated 

to have increased beneficiary farms’ income microscopically, but the income 

rise effects by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be quantified by item and 

throughout the agricultural industry. Particularly, it is needed to measure a 

certain parameter value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production costs, prices, 

and the yield per unit area and causality by government project in order to 

evaluate government policies macroscopically. So far, few studies analyzed 

government policies through a model except the direct payment system that 

directly influences farm income, and related research is urgently needed.

Last, the results (damage) of advance and ex post impact assessment of 

FTAs can be different. This difference results from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supply and demand and prices because of diseases and abnormal climate 

such as drought that cannot be forecast in the model; a change in FTA partners 

after the prior assessment time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effects change 

due to the additional conclusion of an FTA in the future but were not reflected 

because the FTA was not considered); and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FTAs. Therefore, the damage of advance impact 

assessment and that of ex post effect evaluation need not to be similar values, 

and this report includes an objectiv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Researchers: Han Sukho

Research period: 2014. 11. ~ 2015. 5.

E-mail address: shoha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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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배경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3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함. 2015년 3월 재 

11건이 발효되었으며, 2015년까지는 콜롬비아, 뉴질랜드, 국, 베트남이 

발효될 것으로 상됨. 단기간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폭이 확 됨에 따

라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향에 한 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 한･칠 (2004.4.), 한･싱가폴(2006.3.), 한･EFTA(2006.9.), 한･ASEAN(2007.6.), 

한･인도 CEPA(2010.1.), 한･EU(2011.7.), 한･페루(2011.8.), 한･미(2012.3.), 

한･터기(2013.5.), 한･호주(2014.12.), 한･캐나다(2015.1.)

○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

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농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기 체결 FT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부문

의 향을 종합 으로 평가할 시 임. 

○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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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통상자원부 장 이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 원회에 보고하도록 되

어 있음. 한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주기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

하도록 하고, 필요 시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발표된 통상조약의 경제  효과

- 피해산업 국내 책의 실효성  개선방안

- 상 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

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따라서 기 체결 FT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제  효과(

향)를 평가하고 정부가 도입한 시장개방 보완 책에 해서도 평가가 필요

함.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한 정책방향이 제

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 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객 인 평가방법론 는 사후 향

평가 모형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의 목

○ 이 연구는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보고)와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시행

령｣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를 근거로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농업 련 FTA 사후 향평가 방법  모형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데 그 목

이 있음.

- FTA 사후 향평가모형 개발의 이론  근거와 방법론에 한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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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별과제 종료 이후, 본 연구의 이론  방법론을 근거로 실질 인 기 체결 

FTA 사후 향평가모형 개발을 수시과제 는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3. 선행연구 검토

○ 그동안 FTA 향에 한 부분의 연구는 사 (ex-ante) 향평가를 

수행하 으며, 상이 체결되고 FTA가 발효된 이후 사후 (ex-post)으로 

향을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음. 한 정체결 후의 수출입 등 교역

변화를 분석하고, 사후 으로 생산액 변화와 같은 계량  수치를 제공한 연

구는 제한 임.

- 한･칠  FTA 사후 인 향평가를 시도한 연구로는 최세균 외(2009), 

이정환 외(2010), 안병일 외(2011)가 있음.

○ 최세균 외(2009)에서는 한･칠  FTA가 발효된 이후 칠 산 신선포도의 수

입증가로 인해 국산포도의 생산량은 0.2∼0.4% 감소하고 가격은 0.3∼0.7% 

하락한 것으로 계측되었음. 이는 칠 산 포도의 수입단가가 지속 으로 상

승하여 세감축 효과를 상쇄시켰으며, 국내 포도수요 증가에 따라 칠 산 

포도의 국내 매가격 상승은 국내 시설포도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

가했음. 결국 칠 산 포도의 세인하의 체감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음. 그러나 칠 산 포도가 주로 수입되는 2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출하되는 감귤이나 딸기 등은 가격하락과 생산량 감소의 피해가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되었음.

○ 안병일 외(2011)는 한･칠  FTA 발효 이후 국내 시설포도의 생산량과 가격

이 증가하여 FTA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인하 효과가 

국제가격, 환율, 생산비의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폭의 수요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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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에, 극 인 의미에서는 국내 시설농가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 음.

○ 기존 생산액 변화의 사후  향평가를 한 연구결과들은 균형변환모형(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이용한 연구결과가 부임. EDM 모형은 

동태  수 균형 망모형  무역모형 등 사  향평가모형보다 상 으

로 단순한 모형구조로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단

들이 존재함. 

○ EDM 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의 단 은 동태분석이 아니라 정태분석이기 

때문에 FTA 이행 기간 동안의 세율 하락  TRQ 증량에 한 피해

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즉, 정태분석(static analysis)이란 매년 

실제 값에 탄성치를 이용하여 세인하효과를 각각 독립 으로 계측했다는 

것이며, 동태분석(dynamic analysis)은 기 연도의 세인하효과 값이 차기 

연도의 기  값이 되고 여기에 해당 연도의 세인하효과가 추가되어 향

을 미치는 분석방법을 의미함. 따라서 FTA 사후 향평가 시 상 으로 정

태분석 추정결과가 동태분석 추정결과보다 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 

○ 사 평가모형과 달리 생산과 소비의 교차탄성치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고려

되었더라도 타 품목으로의 상호  간 효과를 동시(simultaneously)에 고려

하지 못함. 즉, 분석방법이 축차 (recursive) 방법이기 때문임.

○ EDM 모형은 추정된 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각각의 계수 값(탄성치)만을 

이용한 일종의 Synthetic 모형으로 각 방정식에서 탄성치를 추정할 때 발생

되었던 오차항( )이 반 되어 있지 않아, 오차항()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사 평가모형과 달리 상 으로 사후 측오차(error in backward 

forecasting)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즉, 사후평가에서 사용된 탄성치를 이

용하여 사 측(forward forecasting)을 하 을 때, 실제 값()과 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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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한다면 측오차가 발생됨. 따라서 여러 탄성치를 이용하여 수

균형조건의 탄성치조합의 연산을 하 을 경우, 각각의 측오차가 더해져 

실제 값과 거리가 먼 추정 값을 도출할 수 있음. 

○ 선행연구  일부에서 향평가에 사용된 탄성치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

으나, 수 변화는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오류가 발생함. 일반 으

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탄성치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탄성치는 상이하

여 향평가에 편의가 발생함.

- 데이터 부족으로 분기별 자료를 사용할 경우, 통계 으로는 측정오류가 

발생함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연산 연도와 가격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기의 공 량 탄성치

(
)를 사용하면 재배업 생산량 변화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연산 연도를 사용하는 부분의 재배업은 기가격()이 기의 생산량

()에 향을 미침. 특히 축산과 과수부문의 공 량은 생물학  요인을 감

안하여 추정하는 사 평가모형에 비해 객 성이 떨어짐.

- KASMO의 공 량 함수  과수 부분의 경우 재배면  반응함수는 입식

면 , 유목면 , 성목면 , 폐원으로 구성되며, 생산량은 성목면 과 단

수를 곱하여 산출함. 축산 부분은 인공수정두수, 암수를 구분하여 1세 미

만, 1∼2세, 2세 이상의 사육두수  도축 마릿수 그리고 정육 기 의 생

산량으로 구분됨.

4. 연구방법  내용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우선 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FTA 사후평가방법론

을 검토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외 모형개발･운  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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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향평가를 한 모형활용 방법 등 노하우 습득 

- 정부정책 향평가 방법론

○ 주요 연구내용은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에 개발된 국내외 FTA 향평가모

형을 비교 분석함. 기존의 FTA 향평가모형은 크게 부분균형모형인 계량

경제학  수 균형모형과 일반균형모형인 국제 무역모형으로 구분됨.

○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부분균형모형인 계

량경제학 수 균형모형을 검토함. 부분균형모형은 동태분석모형과 정태분

석모형으로 구분됨.

- KASMO, 미국 FAPRI 모형, OECD Ag_link COSIMO(동태분석모형)

- EDM(정태분석모형)

○ 다음으로 국내외 무역모형은 부분균형과 일반균형으로 구분된 정태분석모

형  자본축 모형 등 동태분석모형으로 구분됨. 

- 부분균형･정태분석모형(SAMRT, GSIM 등)

- 일반균형･정태분석모형(CGE, GTAP 등)

- 자본축 모형 등 동태분석모형

○ 마지막으로 FTA 향평가를 한 모형별 장단 을 비교 분석･정리하여 모

형별 장 을 취합한 향후 향평가모형을 설계함. 

- EDM 활용방안 

- KASMO 수정･보완(수입수요함수 FTA 체결국 기 으로 분리) 방안 

- 국외 무역모형 수정･보완(국내모듈수정･보완) 방안 

- 수정된 KASMO에 무역모형을 결합하는 방안 

○ 기존 사후 향평가 방법은 FTA 체결국과 기타 수출국과의 무역창출효과 

 무역 환효과 등 무역량변화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즉,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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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따른 FTA 체결국의 수입량 변화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나 타 수출

국의 수입량변화로 발생하는 무역 환효과를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사 측모형들의 장 을 살려, 동태 이고 동시

으로 햇값을 찾아 세인하  TRQ 증량에 한 효과만을 객 으로 계

측해 낼 수 있는 총량  FTA 이행 향평가모형 구축 방법을 모색하는 것임.

○ 한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제15조와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책의 실효성 평가방안의 책으로 기존 국내보완 책의 성과평

가방법론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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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FTA 향평가모형 비교

○ FTA 향평가 방법론은 크게 정성  방법과 정량 (계량  기법)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정성  방법은 정보 보유자의 단과 소  련 시장에 종

사하는 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한 것을 바탕으로 련 시장의 향을 측

하는 방법임. 이와 련된 방법론  하나가 델 이 분석 방법임. 

 

○ 정량 (계량  기법) 방법은 통계학, 경제학 등 이론을 바탕으로 련 데이터

(시계열, 횡단면, 패 )를 이용하여 각 설명변수의 라미터를 추정하여 향을 

평가하는 방법임. 정량  방법은 크게 경제학의 수요이론 없이 데이터에만 의존

하는 Fitting 모형과 경제학의 수요이론에 근거한 인과 계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탄성치를 계측하는 모수(parameter) 방법

과 탄성치를 계산하지 않는 비모수(non-parameter) 방법으로 구분됨.

○ 와 같은 특정 시장에 련된 FTA 향평가에는 3가지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첫째는 문가의 직 에 따라 통계  숫자를 배경으로 종합

인 각각의 설명변수에 한 가 치를 고려하여 정확한 미래 측  향

평가를 할 수 없기에 발생되는 오류로, 시장 문가라 하더라도 객 인 

단보다는 주 인 단이 강하며, 특정시장에 향을 미칠 많은 설명변

수를 분석할 수 없어 향평가에 오류가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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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확보된 데이터의 오류(in-sample error)임. 특정 시장을 분석하기 

해서는 련 시장의 가능한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가 우선임. 통합된 데이터

보다는 세분화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컨 , 생산액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생산량과 기 가격으로 세분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

직함. 즉, 생산액은 생산량에 기 가격을 곱한 것으로 생산액을 측하기 

해서는 생산량을 측하고, 기 가격을 측하여 이 두 변수의 곱으로 생산

액을 측하는 것임. 생산액 변수만을 가지고 측한다면 미래 측값이 생

산량변화 는 기 가격변화가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임. 

○ 마지막은 측값의 오류(out of sample error)로 미리 계측된 라미터 값의 

편의(baised estimate)에 기인함.

○ 따라서 정성  방법론은 특정 시장의 측  향평가에 한 오류를 부

분 포함하고 있어, 향평가에 있어서는 지양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으며, 

정량 (계량  기법) 방법을 사용하되, 에서 기술된 3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국내외 계량경제학 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

1.1. 동태분석모형(Dynamic Analysis Model)

○동태분석(dynamic analysis)은 기 연도의 세인하  TRQ 증량 효과 값

이 차기 연도의 기  값이 되고 여기에 해당 연도의 세인하  TRQ 증량 

효과가 추가되어 향을 미치는 분석방법을 의미함. 따라서 FTA 사후 향

평가 시 상 으로 동태분석 추정결과 값이 정태분석 추정결과 값보다 크

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 한 실 으로 농산물 수 모형은 공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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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동･식물학  개념과 경제학 이론이 포함되는 모형형태로 부분 동

태분석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본 장에서는 미래시장 측  향평가 방법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주요 모형들을 설명하고자 함.

1.1.1.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한국농업시뮬 이션 모형(KREI-KASMO)

가. KASMO 모형 소개

○ FTA, WTO/DDA 농업 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여건 변화   농

업 소득보 직 지불제,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 잉여원유 쿼터제도 등 내

외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장기 변화가 상됨. 이러한 여건 변화

를 반 하여 농업부문 주요 지표를 망하기 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한국 농업시뮬 이션모형이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임. 

- KREI-KASMO는 국내 농업부문에 국한된 동태(dynamic)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모형으로 국제시장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 으

로 취 하고 있음. 

- 품목 상호 간에 생산, 소비 체로 연결되어 있는 계량경제학  연립방

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1로 구성되어있음.

- 시장청산가격은 품목별 총 공 량과 총 수요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1 축차모형(recursive model)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양방향(two-way)으로 영향을 주어 균형가격을 도출

하는 simultaneous 방식이 아니라 단방향(one-way) 방식으로 공급이 결정되면 수요량을 계산하고, 균형

가격을 수요량의 함수로 구성하여 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임. 특히, 통계학적으로 추정된 축차모형의 가격

신축성함수(역수요함수)의 파라미터는 편의(bias)가 발생함. 

  Thurman(1986)은 미국 연간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요함수추정 시 독립변수가 가격 또는 소비량 중 어느 

것이 올바른 추정인지 Wu-Hausman 테스트를 통해서 추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내생화(endogeneity) 문

제를 실험하였음. 실험결과 독립변수가 소비량일 경우 가격일 경우보다 추정된 파라미터 값이 더욱 일치

성(consistent)이 높았고, 점근적으로 효율성(asymptotically efficient)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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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SMO는 모형 문기 인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와 ’07~’08년까지 2년간 공

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고, ’09년부터는 매년 수정･보완

 ○ KASMO모형을 이용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농업 망

회｣를 개최

 ○ 정책시뮬 이션을 통해 정부의 농정방향 설정 가이드라인 제시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여건 변화,  소득보 직 지불제,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 잉여원유 쿼터제도, 기후변화 등 농경연 농업정책 

연구보고서에 활용)

 ○ 한국은행 조사국에게 농업분야 망치 제공

 ○ KDI ｢경제 망｣에 농업부문 주요 지표 망치 제공

필요에 근거하여 작성된 스 드시트 내에서 결정됨. 각각의 품목은 수

요량이 공 량을 과하는 경우 가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공 량

이 수요량을 과하는 경우 가격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균형가격 조정계

수(equilibrator)를 가지고 있음. 즉 공 량과 수요량이 같아질 때(S=D) 

시장청산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것임.

○ KREI-KASMO는 주요 거시변수 망부문, 투입재가격 망부문, 재배업 

망부문, 축산 망부문, 농가인구 망부문, 총량 망부문으로 크게 6개 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세부구조를 요약하면, 먼  주요 거시변수부문은 실질 GDP와 1인당 가처분

소득을 망하도록 구성되고, 이를 해 필요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

승률, 이자율,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 통계

청, OECD, Global Insight Inc. 등 련 기  망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

제유가는 미국의 에 지 리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망치를, 국내 총인구 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망치를 이용함. 한 국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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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격  축산물 가격은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의 망치와 한

국농 경제연구원의 망치(GEM-LOCS)를 이용함.

○ 투입재가격 망부문은 농기구가격, 사료비, 농 열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농업노임, 농지임차료 등을 망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이  농기구, 사료비, 농 열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는 앞

서 망된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농업노임과 농

지임차료는 거시변수 부문과 더불어 재배업부문과 연계되어 망되도록 구

성되어 있음. 

○ 재배업부문은 곡물, 채소, 과채, 과일, 특용작물로 구분되고 각 품목은 재배

면 함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수입수요함수, 수 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

되어 품목별 수 망  균형가격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한 재배

업 부문은 크게 하계 재배 작목, 과수작목, 동계 재배 작목으로 구분되는데 

하계 재배 작목과 동계 재배 작목은 생산자의 재배 작목 선택의 상충

(trade-off) 계가 반 되도록 연립방정식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과수부문의 작목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6개 작목이고, 각 작

목은 별도 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각 수요와 공 부분에서 작목 간 체

계가 반 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축산부문의 작목은 한육우, 젖소, 낙농,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벌꿀로 구분

되어 있으며, 낙농은 치즈, 버터, 분유(조제, 지, 탈지), 발효유, 연유로 세분

류되어 있음. 사육두수 등과 같은 공 측 함수는 연령별 생존율 등을 용한 

생물학  모형으로, 수요  수입수요함수 등의 수요부문 함수는 계량경제모

형으로 추정되어 축종별 수 망  균형가격을 도축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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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총량부문은 농업요소부문 망치와 품목별 생산량과 가격 망치를 이

용하여 농업생산액, 농업소득, 농업부가가치 등의 총량지표를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한 호당  직불제가 포함된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 소

득 등 농가경제의 망치가 산출되며, 경지면 , 경지이용면 , 경지이용률 

등 체경지면 의 망과 무역수지(수출, 수입), 자 률 등이 세부품목으

로부터 망치를 합산하여 계산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다만, 국제가격(해외시장가격)을 외생변수로 도입하고 있어 국제무역

련 시나리오별 분석을 계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표 2-1.  KREI-KASMO 상품목

유별 품목명 비고

재배업

(45)

곡물(7)
, 맥류(보리, ), 잡곡(옥수수), 

두류( 두), 서류(감자, 고구마)
감자: , 여름, 가을

채소(13)

엽채류(배추, 양배추), 근채류(무, 

당근), 조미채소(고추, 마늘, 양 , 

, 생강), 김치, 시 치, 상추

배추, 무: , 여름, 가을, 겨울

: , 쪽

과채(9)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멜론, 가지, 풋고추

과일(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수입과일(오 지, 기타 

열 과일)

기타열 과일: 

HS code 0801-0804, 몬

특용  

기타작

물(8)

참깨, 들깨, 땅콩, 인삼, 녹차, 

화훼( 화, 분화, 기타), 

버섯(농산버섯), 약용작물

축산업

(9)

한육우, 젖소, 낙농,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벌꿀, 사료작물

낙농: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 지, 탈지)

주: 한석호 외 (2011).

○ KREI-KASMO는 2014년 재, 재배업 45개, 축산업 9개 총 54개 품목을 포

함하고 있으며, 상품목  감자는 , 여름, 가을로, 배추와 무는 ,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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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REI-KASMO 모형의 구조 

 

가을, 겨울로 구분하 고, 는 , 쪽 로 나 었으며, 낙농품은 치즈, 버

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 지, 탈지)의 5개로 세분되어 있음.

○ 이 품목들은 2013년 생산액 기 으로 재배업의 97.4%, 축산업의 98.1% 등 

체 농업의 98.0%를 포함하며, 재배업 상품목의 경우 면  기 으로는 

체 면 의 95.0%를 포함함.

○ KREI-KASMO 20122는 기존의 KREI-KASMO 2010에서 약용작물, 시 치, 상

추, 생강, 벌꿀의 5개 품목을 추가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하 음. 한 농업

총량인 생산액, 부가가치, 소득의 경우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 이 상이하여 

일 인 통계치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총량 모듈을 수정하 음. 

- KREI-KASMO 2012에서는 한국은행 기  품목별 생산액의 증감률과 농

2 그러나, KASMO는 2012년 개발 이후 현재까지 품목확대 및 모듈은 큰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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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산식품부 기 을 활용하여 생산액을 재산출함.

-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에서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데 KREI-KASMO 2012

은 품목별 생산액에서 품목별 간투입액을 차감한 뒤 재배업과 축산업

의 두 부문으로 합산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함. 

- 간투입액은 농 진흥청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함. 

- 소득의 경우 통계청에서 호당 농가소득을 발표하는데 KREI-KASMO 

2012는 한국은행 기 으로 산출된 품목별 생산액과 경 비의 증감률을 

이용하여 통계청 기 으로 농업총수입과 농업경 비를 재산출하여 농업

총소득을 계산하 으며 경 비는 농 진흥청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

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함.   

○ 농 ･농가인구 망부문은 KREI-KASMO의 서  모형인 농 ･농가인구모

형(KAP: 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Model)을 이용하여 코호트별 농가

인구, 호당인구, 농가호수를 망한 후 호당 농가소득 등 농가경제지표들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 농 ･농가인구모형(KAP)은 계량경제모형과 코호트모형을 혼합하여 인구의 

생태  특징을 반 하여 코호트별로의 인구 망이 가능하게 하며 경제  

쇼크에 한 인구 망 시뮬 이션도 가능하다는 장 이 있음. 

○ 한 농업인구의 특징인 이농률을 반 하기 해, 경제  쇼크에 한 시뮬

이션이 가능하도록 KREI-KASMO와 연결되어 있음.  

○ 우선 으로 이농이 없을 경우의 코호트모형을 구성하고 경제  쇼크에 

한 이농률 추정은 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상 소득을 이용하여 회귀한 후, 

이 이농률을 코호트에 투여하여 경제쇼크에 해 농업인구가 동태 으로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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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TA 국내 효과 계측방법

○ 세인하  TRQ 증량에 따른 FTA 향평가 분석 방법은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베이스라인)를 연차별로 망하고, FTA가 발효될 경우(시나리

오)의 연차별 망치를 비교함. 즉 베이스라인 망치에서 시나리오의 망

치 값을 빼면 순수한 FTA 향평가 결과 값이 됨. 

- 생산액 피해 = 베이스라인 생산액 망치 – 시나리오 생산액 망치

그림 2-2.  베이스라인 비 시나리오 생산액에 따른 생산액 피해계측 

○ FTA가 체결될 수입국의 세인하  TRQ 증량은 수입량 증가로 이어져 국내

시장 재의 수 균형상태가 변화됨. 즉 수입량 증가로 과공 (ES)으로 

환되고 이에 따라 균형가격은 하락하게 됨. 균형가격 하락은 상 으로 가격

이 낮아진( 세인하효과) 수입산이 국내산 소비를 체하게 됨을 의미함. 한 

균형가격 하락은 동기 는 차기의 생산량(재배면 , 사육두수)을 감소시킴.

- 따라서 균형가격 하락폭 (△P)과 생산량 감소폭(△Q)의 곱이 생산액 피

해가 되며, FTA 세인하에 따른 직 피해효과임.

- 균형가격 하락 (△P)은 직 피해를 받은 품목과 소비 체재가 되는 품목

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생산량 감소(△Q)는 생산 체품목으로 작목이 

환되어 생산 체품목의 생산량 증가를 유발시키며, 공 과잉으로 가격을 

하락시킴. 즉, 타 품목의 수 균형에 향을 미치며, 이를 FTA 세인하

에 따른 간 피해효과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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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피해액 계측 흐름도 

○ FTA로 인한 세철폐의 결과인 해외 농산물의 수입증 와 이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 피해액 계측은 수입수요함수로부터 도출되는데, 수입함수

는 국별, 용도별(식용, 사료용)로 구분하여 구축됨. 

○ 품목별 수입수요함수 형태는 각 국가별 기 수입량이 국내가격과 환율과 

세율을 용한 해당국의 수입가격 그리고 수입 경쟁국 수입가격에 의해 결

정된다고 가정함. 각 품목별/국가별로 수입가격에 한 자체 가격 탄성치와 

수입경쟁국 간의 체 탄성치를 행렬로 구성하여 우리나라가 동시에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국가별로 수입되는 수입량을 계측하도록 구성

함. 따라서 한･미 FTA, 한･EU FTA, 한･  FTA 등으로 세철폐가 순차

으로 는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각 수출국가의 국내시장에서의 시장 유율 

한 측할 수 있으며, 수입 환효과  수입 체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타결된 FTA  재 동식물검역의 이유로 실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효과분석에 필요한 시계열자료 획득이 불가능함.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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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분석을 해 필요한 가정을 도입하 음. 

- 수입실 이 없는 FTA 체결국의 수입함수를 구축하기 해, 기존 국가별

로 수입수요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타산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 식물검역 등으로 수입실 이 없는 일부 품목은 교차탄성치 가정을 이용

하여 FTA 체결국 수입량을 계측함. 

- 국내산 수요에 한 FTA 체결국 가격의 교차탄성치에 한 가설  설정

은 수요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수요함수의 성질과 FTA 체결국과 국내산

의 동질성 정도를 바탕으로 하 음. 

- 즉, 수입산 농산물에 한 세철폐(수입산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산 농

산물의 상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국내산 농산물 수요의 변화 정도를 

국내산 농산물의 수입산 가격에 한 체탄력성을 통해 분석함. 

- 슬러츠키 분해를 통해 수요함수의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고 0차 동차성과 

정상재라는 가정을 이용하면, 모든 수요탄성치의 합은 0이 됨. 한 일반

으로 자체 가격탄성치를 제외한 모든 수요탄성치들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값을 기 으로 볼 때, 국내산 농산물의 FTA 체결국 수입

가격에 한 교차탄성치는 국내산 농산물의 자체 가격탄성치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됨. FTA 체결국과 국내산 동질성이 높다(낮다)면 교차가격탄

성치와 자체가격탄성치의 차이가 작을(클) 것으로 상됨. 

- 기존 연구에서는 교차탄성치는 국내산과 FTA 체결국의 동질성에 비추

어, 수요탄성치의 간 값인 50%를 가정하 음.

다. KASMO 모형의  이 론  배경

(1) 시 장균형가격 결정

○ 장기 수 모형에서 균형가격도출은 총 수요량(Total Demand)과 총 공

량(Total Supply)이 동일할 때 시장균형가격(Market clear price, equilibrium 

price)이 도출된다는 경제학  의미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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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량(TS)=국내생산량(Q)+수입량(M)+ 년 이월량(BS)

총 수요량(TD)=국내수요량(D)+수출량(X)+연말 재고량(ES)

총 공 량(TS)=총 수요량(TD)

○ 모형 는 로그램 내에서 총 수요량과 총 공 량이 균형을 이룰 때 균형가

격도출 계산방법은 재 미국 미주리 학의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MU)

에서 개발된 엑셀버 을 사용할 수 있음(Patrick Westhoff･한석호 2007). 

○ 연립방정식시스템(simultaneous equation model system)하에서 시장청산 균

형가격 도출 계산방법은 아래 식과 같음. 과공 (S-D) 는 과수요

(D-S)가 0이 될 때, 즉 총 공 량과 총 수요량이 같아질 때(S=D) 시장청산 

균형가격을 도출함. 들 들어 기 가격(old price,   )이 높게 설정되었

다면 공 은 증가하게 됨. 따라서 과공 (S-D)은 양(+)의 값을 취하게 되

고, 조정계수(equilibrator) 앞의 음(-)의 부호 때문에 기 가격(new price, 

 )은 기 가격(  )보다 낮게 되며 이 순환과정은 과공 (S-D)이 0이 

될 때까지 반복(iteration)하게 됨.3





  




    

                      

  주:  반복횟수   ∼∞가격 공급량수요량  조정계수(equilibrator)

3 초기 값 
 

 는 알반적으로 전기가격을 초기 값으로 주어짐.

  균형가격의 반복 순환과정인 엑셀버전상의 시장균형도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음.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엑셀옵션에서 수식을 클릭한 후 계산옵션을 선택함. 계산옵션상에서 통합문서 계산을 수동으

로 선택한 후 반복계산 사용을 클릭함. 이후 run을 위해서 F9키를 누르면 실행됨. 최대 반복횟수(100)

와 변화 한도값(0.001)일 경우 100번을 초과하거나 균형가격이 0.001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iteration

이 중지되며, 반복 추정을 위해 F9키를 다시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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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시장청산 균형가격 도출 방식

자료: 한석호(2007).

(2) 공 량 추정

○ 공 함수는 이윤극 화구조(profit maximizing framework)로부터 유도될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공 함수는 개별단 의 이윤극 화모

형이 아님. 즉, 모든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이윤극 화 조건을 따른다고 가

정할지라도 모든 생산자가 동일한 공 곡선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따

라서 총 공 량(aggregate supply system)에서는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동질

성(homogeneity), 연속성(continuity), 분리성(separability)만을 고려함. 

○ 경제이론에 따르면 모든 산업의 공 (생산)반응함수는 아래와 같은 함수형태로 

표 될 수 있으며, 동태  근방법(dynamic approach)으로 다시 풀 수 있음.

(1) 
 




주: 

: 희망 공 량, 


: 기  가격, : 기타 요인변수,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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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 근방식  하나는 desired supply에 근하는 실제공 량(actual 

supply)의 속도(speed)와 수 (level)을 분석하는 Nerlovian partial adjust-

ment model(1958)을 들 수 있음. 특히 조정계수()는 하나의 제약조건이 존

재하는데, 반드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함. 만약에 조정계수가 1보다 

크다면 시계열분석에서 사용하는 임의 보행(random walk) 상이 발생함. 

즉, 불안정 시계열(non-stationary)이 되며, 동태 (dynamically)으로 수렴하

지 않게 됨. 조정계수가 1에 근 할수록 희망공 량(desired supply)에 한 

실제공 량의 조정속도가 빨라지게 됨. 반면 조정계수가 0에 근 할수록 

조정속도는 느려짐.

○ 식 (2), Nerlovian partial adjustment model를 이용하여 동태  공 반응함수

가 구성되며 
  결과에 해 함수형태가 결정됨. 부문조정모형은 희망투자

와 실제투자의 속도를 나타내는 모형임. 즉, 식 (3)을 식 (1)에 입하면 식 

(5)의 동태  공 반응함수 형태가 생성됨.

(2)     
  , subject to     

(3) 
 


     



   
       

    

주:   실제 공 량,   조정계수

(4) 


   


  

(5)4   
     

4 이 함수형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탄력성이 존재함. 예측가격에 대한 공급의 단기탄력

성(short-term elasticity)은 


×





 ×





이고, 장기탄력성(long-term elasticity)

은 
 임. 따라서 모든 장기탄력성은 단기탄력성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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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제는 상가격(
)이 여 히 식 (5)에 존재한다는 것임. 여기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농가가 순수 기 (naive expectation)

를 한다고 가정하면, Martingale theorem을 이용할 수 있음. 즉, 확률  과정

(stochastic process) { }가 martingale이라면 t-1기에서 모든 정보를 기본으

로 한 t-1기에서의 상 는 E[Xt|ℱt-1]=Xt-1이 됨. 따라서 Martingale 

process가 의미하는 것은 미래가격에 한 최상의 측은 재의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  기 (rational expectation)와 순수 기 (naive expectation)가 

같다는 것임. 즉, 
를   로 체하면 됨.

○ 다른 해결책은 Cagan의 응  기 가설(adaptive expectation) 모형임. 이 

모형은 Cagan이 화폐수요모형(1956)에 사용하 으며, Friedman의 수요함수

추정에 사용되어 왔음. 이 모형이 뜻하는 것은 경제 주체(economic players)

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측한다는 것으로 경험습득을 통해 과

거의 기 오차를 고려하여 미래에 응한다는 것임. 즉, 과거의 실제치와 

기 치의 차이    
 , 경험이 미래의 기 치 변화

  
 를 조정함.

(6) 
  

      
 , subject to      

(7) ∴  
     

    

주: 
  t기 기 가격, : t기 실제가격, : 기 에 한 계수 값

○ 그러나 이 분포시차모형(distributed lag model) 근방식은 실제 용에 있

어서 한 가지 제약이 존재함. 즉, 비선형함수형태로 표 되고, 추정해야 할 

많은 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단순히 OLS를 용하기 어려움. 

○ Koyck(1954)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른 근방식을 제안했음. 이 과

정을 흔히들 기하학  분포시차모형(geometric distributed lag model) 는 

Koyck's transformation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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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10) ∴    
  

    
      

○ 식 (10)은 식 (8)에서 식 (9)를 제외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음. 식 (10)은 단지 

시차종속변수()와 시차가격변수()만을 포함하고 있음. 이 결과는 

Martingale 이론과 동일한 결과임.

○ 지 까지의 이론을 종합할 때, 동태  생산량 반응함수형태는 Nerlove의 부

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과 Koyck의 기학학  분포시차모형을 

기본으로 한 Cagan's 응  기 가설 모형(adaptive expectation model)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음.

○ 따라서, KREI-KASMO와 미국 FAPRI 모형 등 국내외 부분균형모형에서 

사용된 공 (생산) 반응함수 추정식은 아래 식과 같음. 모형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기생산량, 기 순수익과 생산 체재의 기 순수익을 사용하

고, 기 순수익은 응  기 가설을 기본으로 하여 기가격에 정책보조

를 추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 경 비를 제외함.

(11)     
def 

 

def 

 


(12)  

     ×  cos  

 

(13) cos 
  




 



∙   

○ 경 비는 농가의 생산의향결정 시 요한 요소 의 하나로 경 비함수형

태는 각 요소별 투입재를 설명변수로 하여 경 비함수를 개발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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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MO의 경 비함수 형태는 각 품목의 경 비  각 요소별 투입재가 

차지하는 비 을 계산하여 그 비율을 이용하여 함수식을 설정함. 비율은 

과거 3개년의 각 요소별 투입재 비율을 이용함. 이 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각 요소별 투입재를 설명변수로 하여 경 비함수를 개발하여야 하나, 회

귀모형에서 설명변수가 많아 자유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임. 이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 이라면 투입재 양과 투입재 

가격 간에 상호 향이 존재한다는 임. 그러나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면 

각 투입재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3) 장량 추정

○ 장량의 수 은 년에서 차년까지 수 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함. 즉, 

장성이 있는 품목에 해서 시장균형을 찾기 해서는 정확히 장행  

는 장수요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요함(Womack 1976). 추가 으로 

장량의 조정은 시장에 있어서 단기 변동성(volatility)을 악하는 매우 요

한 요소 에 하나임(Williams and Wright 1991). 그 이유는 단경기의 가격

균형은 단경기라는 주어진 시간에서 소비에서 는 공 에서 아니면 소비, 

공 에서 모두 가격이 비탄력 이기 때문임.  

○ 장성 품목의 장행  는 장수요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은 장이 시장참여자들  소수의 그룹에 의해서 장행 가 실

행된다고 하더라도 각 그룹 속에 속한 개별행 자들의 장목 이 모두 상

이하다는 것임.

○ 장수요에 한 행  자체는 비슷한 동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수요는 

일반 으로 3가지 기본 인 동기와 연 되어 있음(Womack 1976).

   1) 방수요(precaution), 2) 투기수요(speculation), 3) 거래수요(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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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간단한 거래수요모형은 장량이 직 으로 그리고 비율 으로 생산

량과 비례한다는 이론임(Abramovitz 1950).

(14)  ∙, 







,  

주: =재고량, =생산량

○ 그러나 Goodwin(1947)은  모형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장회사가 그들

만의 균형 장수 으로 조정하려는 장회사의 행 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했고, Ladd(1963) 역시 장회사의 경 자는 생산량의 변화보다는 

장회사의 자체 인 측을 통해 장량을 계획한다고 주장했음. 이들 주

장을 근거로 한 flexible accelerator 모형은 다음과 같음. 아래의 모형은 부

분조정형태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

(15) 
  

(16)     
         

○ Flexible accelerator 모형 이후 개발된 모형은 modified flexible accelerator 

model(Lovell 1961)임. 이 모형은 처음으로 다음 기에 상되는 기  가격

의 움직임에 따라 장업자의 투기행 를 모형에 도입하 음. 

(17) 


, 
     

주: 

=투기동기 는 미래가격

○ Lovell은 이윤투기가 실제가격이 높아지기 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수

이상으로 장량을 증가시키는지, 반 로 실제가격이 낮아지기 에 수 이

하로 장량을 감소시키는지를 테스트하 음. 하지만 테스트 결과의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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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여러 다른 

함수형태로 투기요인을 해석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결과 으로 Lovell이 

사용한 

를 체하기 해서 Cagan의 응  기 가설을 사용하게 되었음.

(18)     
   

(19)   ∆     

주:   

○ 추가 으로 부분조정모형이 식 (18)에 추가되면, 

(20) 
  

   

(21)   ∆      

            

주:   

○ Modified flexible accelerator model은 에서 설명한 3가지 장동기를 모

두 포함하고 있음. 거래수요는 직 으로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변화

하며, 투기수요는 응  기 가설로 반 되어있음. 마지막으로 비 수요

(precaution demand)는 편항의 크기와 연 됨.

○ 그러나 실제 으로 의 이론들은 특정 품목시장을 다루기 해 개발되지 

않았고, 데이터의 부 합성과 희소성의 이유로 실제 용된 사례는 많지 않

음. 선행연구을 통해 과거 함수형태를 살펴보면, 부분 응  기 가설에 

의한 과거가격, 그리고 부분  조정모형에 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모

형설정에 활용하는 간단한 모형형태가 부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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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존 모형 부분 장의 3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함수형식을 사

용하고 있음. 거래수요는 직 으로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며, 

투기수요는 응  기 가설로 가격에 반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비 수

요는 편항의 크기와 연 됨.

(22)        

(4) 수요추정

○ 소비자의 최 의 선택(optimal choice)은 산제약(budget constraint)하에서 효

용을 극 화(maximizing a consumer’s utility)하거나, 지출을 극소화(minimizing 

expenditure)하는 것임. 우리는 흔히 소비자의 최 의 선택인 의 formula를 수

요함수라고 부름.

○ 개인별 소비자의 수요함수 시스템은 소비자의 수요는 소비재 가격과 소비

체재의 가격들, 소득에 의존함. 소비자의 최 선택 문제를 고려할 때 두 가

지 결론이 도출되는데, 하나는 최  선택의 양()과 다른 하나는 최  

선택의 지출(  )임. 자가 마샬리안 수요(marshallian 

demand)이고 후자가 간 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로 불림.

○ 그러나 실에서 어느 한 시장의 수요함수를 계측하기 해서는 개인수

에서의 소비이론(theories at an individual's level)을 사용하지 않고, 통합된

(aggregate demand level) 소비이론을 사용함. 

- 한 가지 로 수요시스템의 표 인 AIDS 모형(Deaton, and Muellbauer 

June 1980)을 수요함수추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형을 활용한 

많은 연구결과는 상되었던 수요함수의 특성이 잘 반 되지 않는 in-

cosistent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음.

- 이러한 이유는 모든 개별 소비자들은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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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일반 으로 통합  수요함수는 동질성(homogeneity), 연속성

(continutiy) 이외에 다른 특성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어느 한 시장의 

통합  수요에 해서는 개별  수요함수이론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 어느 한 시장의 통합  수요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재가 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는 산에 제약

됨. 그러면, 우리는 무수한 소비 체재의 소비에 한 가격, 체 탄성치를 

계측해야 함. 

○ 따라서 분리성(separability)의 개념이 필요함. 즉, 분리성이란 소비재 체를 

필수 인 소비 체재 는 보완재가 포함된 부수 인 서 셋(subsets)으로 

분배하는 의미로서, 소비재 체를 수요함수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임. 즉, 쇠고기 수요함수를 구성할 경우, 쇠고기의 소비 체재 는 보완재

를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임. 쇠고기의 소비 체재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등 무수히 많은 소비 체재가 존재함. 따라서 주요 상품군인 

육류소비재만 소비 체재로 포함되어도 된다는 의미임.

○ 이러한 분리성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경우가 가격의 움

직임에 제약을 두는 경우로 ‘Hicksian separablility’라고 부름. 다른 하나는 

선호의 구조에 제약을 두는 것으로 ‘functional separability’라고 함.

- Hicksian aggregation의 한 가지 용은 하나의 상품에 한 수요를 연구

할 때, 소비 체 는 보완재가 될 수 있는 다른 상품은 무시할 수 있다

는 것임.

- 를 들어 z 상품과 모든 다른 상품군을 포함한 x 상품군이 있다고 가정

하면, 우리의 효용극 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음.

(23)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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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상품군의 가격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가격   가 됨. 즉, x 

상품군의 가격 는 기본가격 벡터 와 가격지수 와의 곱으로 구성됨.

- Hicksian aggregation은 z 상품의 수요함수를 z 상품의 가격, x 상품군의 

가격 인텍스, 그리고 소득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요함수가 차 동차함수(homogeneous of de-

gree zero)이므로, z 상품의 수요함수는  로 표 됨.

-  수요함수에서 z 상품의 수요함수는 자체가격과 소득이 모든 상품군의 

가격지수로 나 어진 형태로 표 됨. 흔히들 가격지수 를 우리는 CPI

(소비자물가지수)로 이용하여 사용함.

○ 따라서 기본 으로 우리는 특정 상품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해 추정하기 한 

상품은 일반재 (normal good)이며, 차 동차함수(homogeneous of degree zero)로 

가정하고, 자체 가격탄성치와 소비 체 탄성치들의 합은 소득탄성치와 같아야 함.

- 차 동차함수는 오일러 정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상품 i의 마샬리

안 수요함수는 
 으로 표 될 수 있음. 오일러 정리를 유도하

기 해서 슬러츠키 분해가 필요하며, 마샬리안 수요함수와 힉시안 수요

함수는 반드시 동일한 소비량이어야 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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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수의 뜻은 자체 가격탄성치는 반드시 체탄성치보다 커야 하고, 자체가격 

탄성치와 체탄성치의 합은 음(-)의 소득탄력성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25) 






















                              

(5) 수입수요량 추정

○ 수입수요함수 형태는 각 상품의 기 수입량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함. 그러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함수형태로 용

할 수 있으며 그 는 다음 식과 같음. 

(26)    

                      

                 

○ 한 가지 논의사항은 수입된 제품에 한 국내소비자의 반응임. 즉, 국내소비

자가 국내산과 수입산이 같은 상품군, 즉 같은 시장의 제품이며, 랜드만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지(시장 미분리), 아니면 완 히 다른 상품으로 인

식(시장분리)하는지에 따라서 체 모형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음.  

- 수입산과 국내산 시장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균형가격 도출과정

에서 총 공 에 국내생산량과 수입이 포함되며 따라서 수요량 는 소비

량도 국내생산량과 수입량이 포함되게 됨. 그러나 수입산과 국내산 시장

이 분리(시장분리)되었다고 가정하면, 시장균형가격 도출과정에서 국내

산모형과 수입산 모형을 달리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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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시장 무차별화 수입산 시장 차별화(시장분리)

*시장 일원화

총 공 =생산량+수입량+ 기재고량

총 수요=국내수요+수출량+재고량

*시장을 국내와 수입산으로 이원화

총 공 =생산량+ 기재고량

총 수요=국내수요+수출량+재고량

수입수요=수입공

   

  

  

  

표 2-2.  수입산 제품에 따른 모형구조 비교

주: =인구수, =국내산, = 체재, =수입산, =수입량, =소득

○ 실에 있어서는 수입산은 국내산과 같은 상품군에 포함되며, 단지 소비자가 다른 

랜드로 인식하는 수 으로 별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움. 

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소비자는 삼성제품과 아이폰제품에 한 다른 

랜드상의 선호도가 틀릴 뿐이지 별개로 시장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음. 

- 를 들어, 한우시장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한우소비시장이 완  분리되

었다고 가정을 하면, 국내 한우소비함수에 사용되어야 할 설명변수는 힉

스의 분리성을 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한우가격, 수입 국가별 쇠고

기 수입가격, 국내 돼지가격, 수입 국가별 돼지수입가격, 국내 닭고기가

격, 수입 국가별 닭고기가격 등이 모두 소비 체재가 되기 때문에 설명

변수가 포함해야 함.

○ TRQ 증량에 따른 향평가 분석 방법은 David W. Skully(2001)의 방법론

에 의거하여 4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TRQ 효과 분석실시, 한 정부의 추가 

할당물량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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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내 수입수요에 따른 TRQ 향

○ TRQ 제도는 일종의 이 세제도로서 FTA 정에 의해 설정된 TRQ 물량 

내의 수입물량은 낮은 쿼터 내 세(In-quota tariff)가 용되며 이를 과한 

수입물량은 높은 쿼터 밖 세(out-quota tariff)를 용하는 제도임.

- 국내 수입수요의 크기와 TRQ 제도에 따른 세변화가 수입량에 향을 

미침. 

○ 세계시장가격을 W(=1) 라고 가정할 때 수출 공 곡선(=S)은 TRQ물량(=Q)

까지 쿼터 내 세(1+t)가 용되며 이를 과한 수입물량에는 쿼터 밖 세

(1+T)가 용되어 공

○ (국내 수입수요가 <1>인 경우) 국내수요량이 쿼터 내 세(1+t) 물량에 미

치지 못하여 수입물량(M1)은 0이 됨.

○ (국내 수입수요가 <2>인 경우) 실제 수입량이 재 TRQ 물량보다 작은 경

우, 국내수요량이 쿼터 내 세(1+t)물량에 미치지 못하여 FTA를 통해 

TRQ를 추가증량해도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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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입수요가 <3>인 경우) 실제 수입량과 재 TRQ 물량이 같은 경우, 

추가 TRQ 증량 효과 있음.

- 수입수요가 쿼터 내 세와 쿼터 밖 세가 첩되는 부분에 치함으로

써 만약 TRQ 제도 없이 일반쿼터 세가 용된다면 수입물량은 Q3이 

되고, 세가 용되지 않는 자유무역(W=1)의 경우 수입물량은 F3이 됨

(M3 = Q < Q3 <F3, 세제한효과).

- 체 수입량이 국내 수입수요에 비해 게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차익

(Rent)가 발생하게 되며, 낮은 쿼터 내 세가 용되는 TRQ 물량의 수

입권을 조건 없이 배분할 경우 수입권을 보유한 기업은 단  수입 물량

당 P-(1+t)만큼의 수입차익을 얻게 됨.

○ (국내 수입수요가 <4>인 경우) 실제 수입량이 재 TRQ 물량보다 많은 경

우, 재 수입량까지 TRQ 증량 효과는 없으나, 수입량 이상의 TRQ 추가 

증량 분은 효과 있음.

- 국내 수입수요가 TRQ 물량보다 높아 TRQ 물량 이외의 수입물량에 쿼

터 밖 세를 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수요되는 경우로서 국내 총 

수입물량은 M4이고 국내가격은 1+T가 됨.

- 이러한 경우 쿼터 내 세를 용한 수입물량(Q) 한, 쿼터 밖 세가 

포함된 가격(1+T)에 매하여 T-t =(1+T)-(1+t)의 수입차익을 내는 경우 

발생 

○ TRQ 제도에 의해 실제 수입되는 수입물량은 의 이론  수입과는 달리 

TRQ 물량 내 수입에 따른 여러 부가조건으로 인해 국내외 가격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설정된 TRQ 물량 가운데 일부분만이 수입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음.

- 를 들어 TRQ 물량 내 수입물량을 확보하기 해 발생하는 추가 인 

행정비용  거래비용으로 낮은 쿼터 세가 용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

입되는 물량은 TRQ 물량보다 작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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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 TRQ 이외 정부의 추가할당물량이 있을 경우, 신규 TRQ 물량이 정

부의 추가할당물량을 넘지 않을 경우, TRQ 증량 효과 없음.

1.1.2.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 모형

○ 미국 FAPRI 모형은 미주리 학(미국모형5)과 아이오와주립 학(국제모형)

의 공동연구 심으로 지난 30년간 보완/발 되어온 모형으로써, 복수 시장

(multi-market: multi-commodity, multi- country)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농업부문에 국한된 동태(dynamic)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모형으로 

유가, 환율,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는 모형에서 외생 으로 취 하

고 있음. 

- 품목 상호 간에 생산, 소비 체로 연결되어 있는 계량경제학  연립방

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6로 구성되어있음.

- 국제가격(시장청산가격)은 품목별 총 공 량(총 수출량)과 총 수요량(총

수입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필요에 근거하여 작성된 스 드시트 

내에서 결정됨. 각각의 국가별 품목은 수요량이 공 량을 과하는 경우 

가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공 량이 수요량을 과하는 경우 가격

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균형가격 조정계수(equilibrator)를 가지고 있음. 

즉, 공 량과 수요량이 같아질 때(S=D) 시장청산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것임.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07년 한국 농업에 대한 중장기 수급예측과 정책분석을 위한 한국농업

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을 결정하고 미국 미주리대학(FAPRI-MU)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지금의 KASMO

모형을 개발하였음. 따라서 FAPRI 미국모형은 현재의 KASMO 모형과 유사함.   

6 축차모형(recursive model)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양방향(two-way)으로 영향을 주어 균형가격을 도

출하는 simultaneous 방식이 아니라 단방향(one-way)방식으로 공급이 결정되면 수요량을 계산하고, 

균형가격을 수요량의 함수로 구성하여 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임. 특히, 통계학적으로 추정된 축차모형의 

가격신축성함수(역수요함수)의 파라미터는 편의(biased)가 발생함.

Thurman(1986)은 미국 연간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요함수추정 시 독립변수가 가격 또는 소비량 중 어

느 것이 올바른 추정인지 Wu-Hausman 테스트를 통해서 추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내생화(endogeneity)

문제를 실험하였음. 실험결과 독립변수가 소비량일 경우 가격일 경우보다 추정된 파라미터 값이 더욱 

일치성(consistent)이 높았고, 점근적으로 효율성(asymptotically efficient)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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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PRI 모형의 기본 구조는 <그림 2-6>의 figure A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세계 곡물모형, 세계 축산모형, 세계, 바이오 에 지 수  모형이 기반이 되

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곡물, 축산, 바이오 수 모형이 작동됨. 한 이를 

이용하여 미국 정부의 정책시나리오 분석, 농가수입, 무역자유화(FTA) 등

의 효과분석이 가능함.

- 품목으로는 , 옥수수, 보리, 수수, , 콩, 면화, 설탕,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유제품, 바이오 에탄올  디젤 등

- 분석 상 국가로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만, 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라질, 아르헨티나, 기타 국가

- 데이터는 미국 농무성 해외농업국(USDA/FAS)의 생산, 공 , 소비(PSD)

데이터베이스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생산자가격 데이터를 사용

함. 한, HIS Global Insight가 제공하는 거시경제 데이터  측치를 

사용하며, 모형에서 사용된 기타 데이터는 미국농업성의 각종 출 물에 

제공된 국제상품가격, 미국 에 지정보국이 제공한 석유가격 측  여

러 나라로부터의 련 농업 정책 등을 포함

- 국제 모형에서 산출된 망치는 다른 국가에 제공되어 여러 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음. FAPRI에서는 EU 회원국에 한 구체 인 수치를 제공

하고 있음. 이에 따라 FAPRI-UK, FAPRI-Ireland와 긴 한 조를 하고 

있으며, 남아 리카 공화국의 BFAP, 멕시코의 SAGARPA와도 조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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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APRI 국제모형 흐름도

자료: FAPRI-MU

가. 가격연계함수(P rice linkage function)

○ 국제모형에 있어서 가장 요한 부분은 모형에 포함된 개별 국가에 해서 

국제가격의 가격 이효과임. 어느 특정 국가에서 각각의 품목에 국제 가격

의 이가 완 한지 는 어느 품목에 한 국내 가격의 움직임이 정부의 

보호조치, 품목의 이질성, 운송비 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국제가격의 움

직임과 유사성이 별로 없는지에 해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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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농업기구(FAO)의 생산자가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국가/품목에 

한 국제가격과의 가격연계방정식(국내 가격을 국제가격의 함수)을 사용함. 

국내가격 ⊕국제가격⊖
세계생산량

국내생산량


⊕정부정책⊖환율⊖기말재고율

주: ⊕ , ⊖는 각 해당변수의 이론  효과를 의미함.

- 은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의 움직임과는 연 성이 없을 경우와 연 성

이 매우 높을 경우를 가정하면, 탄력성은 0에서부터 1사이의 범 로 계

측, 남반구의 경우 유통 연도를 고려하여 국제가격을 기와 기의 평

균으로 사용함.

- 는 그 나라 생산의 세계 생산에서의 백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국내 

가격이 균형가격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어느 특정 국가의 곡물생산

량이 매우 커서 정상 인 계에 해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는 정상

인 생산량보다 훨씬 어서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지도록 유도

함. 한 가격 이효과가 낮은 수입국의 경우 기말재고율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모형설명력을 높 음. 

- 세계 생산에 한 자국 생산량의 백분율 설명변수를 수출량의 리변수로 

가정하면, 가격연계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수출함수를 고려한 효과를 볼 

수 있음. 를 들어 수출함수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함수로 구성되는데, 

수출량과 국내가격을 이항하면 수출함수가 가격연계방정식으로 환됨.

  수출량⊖국내가격⊕국제가격

국내가격 ⊕국제가격⊖수출량

 

 

- 한, 국내가격에 향을 미치는 수출입 세, 가격지지정책 등 정부의 정

책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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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함수(재배면  반응함수)

○ 국제곡물 공 함수(재배면  반응함수)는 투입비용, 수확기에 생산자의 기

가격과 분석되는 품목을 체할 수 있는 품목의 가격(소득) 등 특정 곡물

의 수확면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함.

- 재배면 은 USDA/FAS의 수확면 을 사용

- 투입비용은 리변수로 텍사스 질유(WTI) 가격을 사용함. 실제로 설명을 필

요로 하는 많은 투입물의 단순화인 반면 이러한 투입비용의 많은 부분이 에

지 가격에 최소한 간 으로 련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품목에 한 생산

비용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석유가격이 당한 안임.

- 가격은 FAO가 제공하는 생산자가격을 사용

총재배면적 ⊕총재배면적  ⊕
원유가격  

전체품목가격가중평균  


각품목의면적비중 
전체품목가격가중평균  

해당품목가격  


품목재배면적비중총재배면적품목재배면적

주: 품목가 치는 면 비

○ 면 반응함수에 사용되는 생산자 기 가격은 단순한 생산자 기 가격 체계

가 사용되었음. 그러므로 t-1 기간에 받은 상품가격이 면 방정식에서 사용

됨. 경쟁 계에 있는 곡물들 간의 체를 설명하기 하여 수확면 은 2단

계로 모델을 사용함. 

○ 들 들어, 7가지의 곡물품목(옥수수, 보리, 수수, , 두, 유채, 해바라기)

의 총 재배면 에 한 방정식이 작년 총 면 의 함수로 명시되며 t-1 체 

품목가격(각각의 재배면 으로 가 치를  체가격)의 석유가격에 한 

비율로 기간 t와 기간 t-1 사이에 동일한 가 치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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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격에 한 가 치 부여는 석유가격 데이터가 1년 기 인 반면 

FAOSTAT3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곡물가격은 곡물의 마  연도 기

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하여 필요함. 이러한 총 면  방정식은 통계

으로 추정되며 한, 때때로 모델에 의해 악되는 경제  요소에 기인

하지 않는 생산자 변화를 설명하기 한 련 추세와 더미변수를 포함함.

○ 7개 곡물의 총 재배면 이 결정되면 특정 곡물 품목에 한 총 면 의 몫

(비율)을 함수로 추정하고, 추정된 면 비율에 총 재배면 을 곱하면 특정 

품목의 재배면 이 추정됨.

- 특정품목에 한 총 면 의 몫(비율)을 구하기 한 추정방정식은 특정

품목에 한 품목가격과 총 면  방정식에 도입한 7개까지의 가  품목

가격의 총 바스켓의 비율로 추정

- 총 면  방정식의 경우에서와 같이 련 추세, 이동  더미변수가 포함

○ 면에 한 재배면  반응방정식(설탕은 생산량 함수) 형태도 와 유사한 

방법으로 명시되지만 총 면 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이들 품목들의 재

배를 해 사용되는 토지는 단기 으로 다른 곡물로 쉽게 체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품목들을 결정하는 재배면 은 작년 수 의 함수

로서 하나의 추정방정식과 석유가격의 가 치에 의해 하락한 t-1 기간의 품

목가격으로 구성됨. 

○  방정식도 최 의 7개 품목에 해 설명한 총 면 구조를 제외한 면 을 

결정하지만  재배면 의 함수형태(specification)는 체재가 포함됨.  

방정식은 작년의 재배면 , 기간 t-1의  가격과 가 치를  석유가격비

, 기간 t-1의  가격  각국에 한 총 면  방정식에 사용된 가 치를 

 품목가격 바스켓의 비율이 설명변수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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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 함수 (단수함수)

○ 일단 품목재배면 이나 가축재고수 이 모델에 의해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생산수 을 추정하는데, 곡물품목에 한 단 면 당 수확량의 측이 필요함.

○ 단 면 당 수확량은 형 으로 어느 특정 연도의 기후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 측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은 수확량 수 에 한 행 방정식

의 악에 매우 큰 제약이 있음. 

- 특정 국가, 특정 품목의 수확량에 한 기후의 효과를 계측할 필요성 존재

- 특정 국가에 해서 단기  장기 기후 측

○ 따라서 단 면 당 수확량은 외생 으로 결정됨. 

- 분석자가 좀 더 쉽게 모델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기 하여 

각국에서 각 품목에 해 20년간의 추세수확량, 10년간의 추세수확량  

5년간의 올림픽 평균 수확량을 계산하고 이러한 3개의 측정치에 한 도

표를 비교하여 3개 에서 하나의 합리 인 측 수확량 경로 는 3개

의 결합에 한 가 평균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음.

라 . 수요함수

○ 곡물수요는 크게 사료용 수요와 식용 는 바이오연료와 같은 기타수요로 

구분할 수 있음. 유지류에 해서도 가공용(crush)  비가공용 수요로 유사

한 구분을 할 수 있음. 

○ 곡물에 한 사료용 수요와 유지류에 한 분쇄용 수요(crush)는 각 나라에

서의 가축산업규모를 설명하게 됨. 이것이 FAPRI 국제모형의 주요 구성요

소들 의 하나임. 각 국가의 축산생산은 곡물가격의 향을 받음. 따라서 

육류와 우유 생산의 함수로서 곡물의 사료용 수요와 유지류의 분쇄용 수요

의 련성은 어느 국가에 있는 곡물기업과 축산기업 간에 존재하는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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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를 완 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모형에 의해 결정되는 육

류와 우유 생산수 을 생산하기 해 필요한 곡물과 유지류량을 설명하며 

한 이러한 수 에 해 사료와 분쇄용 수요를 연결함으로써 FAPRI 모델

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전체 사료곡물수요
⊕축산지수⊕총곡물생산량⊖국가별곡물가격가중평균

⊖
대두박가격

국가별곡물가격가중평균


주 축산지수
도축체중

국가별생산량

곡물사용비율두수당사료비율

  ∼

총곡물생산량 옥수수단백질함유량기준으로환산

품목별사료수요비중 ⊖
국가별곡물가격가중평균

해당품목의가격
⊕
전체곡물생산량

해당품목생산량


품목별사료수요품목별사료수요비중전체사료곡물수요

○ 수확면 에 한 근방법과 마찬가지로 곡물의 사료용 소비와 유지류의 

가공용 소비는 2단계 과정으로 결정됨. 우선 곡물의 총 사료용 사용은 가축 

수요(축산지수), 곡물의 총생산량(각 품목을 옥수수 등가 기 으로 계산한 

옥수수, 보리, 수수   생산의 합), 각 곡물 품목의 곡물의 사료용 총 사

용에 한 과거 데이터로 가 치를  련 품목가격  사료용 곡물  유

지류 제품의 소비 체를 악하기 한 두박의 국제가격에 비례하는 품

목가격에 부여한 같은 가 치의 함수로서 결정됨. 가공용(분쇄) 유지류의 

총 사용량은 유사한 방법으로 명시됨. 이러한 방정식은 추정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경제 인 조건에 해 특정한 탄력성으로 보정됨.

○ 곡물의 사료용 수요와 유지류의 가공용(분쇄) 수요의 총 수 이 결정되면, 

품목별 사료용 수요는 체의 백분율로서 명시됨. 품목별 사료용 수요방정

식들은 통계 으로 추정하 고, 방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은 곡물( 는 

유지류) 가격의 가 치를  바스켓에 비례한 특정 품목 가격과 곡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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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류) 총 생산에 비례하는 특정 품목에 한 생산의 백분율임. 이것은 그 

품목의 생산이 과거의 체에 한 평균 백분율을 과한 경우의 더 큰 비

율의 특정 품목에 한 사료용 용도를 허용함. 여기에 련된 추세, 이동  

더미변수도 포함됨.

○ 부분의 품목들은 사료용 수요 이외에 식용 는 산업용 수요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 방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은 자체 가격, 수입조

건  해당되는 체 제품에 한 가격 등이 포함됨. 를 들면, 비 사료용 

옥수수는 종종 체품으로서  다른 곡물가격으로 명시된 반면 쇠고기 소

비량은 체품으로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을 포함하고 있음.

  기타비사료용곡물수요⊖자체가격⊕소비대체재가격⊕소득⊕국제유가

 ○ 바이오연료 생산에 투자를 해 온 국가들에 해서 이러한 방정식은 곡물, 

유지류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해 사용된 당료작물의 수요도 악하고

자 함. 이것은 기간 t와 기간 t-1의 동일한 가 치로 석유가격조건을 통하

여 수행됨. 곡물 품목을 바이오연료로의 변환을 해 필요한 기반시설에의 

투자결정과 실제의 바이오연료 생산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는 약간의 기간 

t-1 가 치가 필요하도록 구성됨. 다른 국가들은 그들의 바이오연료의 

재 생산 는 바이오연료의 개발에 한 약속에 따라 석유가격 조건에 

해 가정된 상이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 분석자들은 이러한 가정된 탄력

성과 모델에서 가정된 모든 탄력성들을 때때로 검토하여 시장조건이 변하

는 경우 그 연 성 여부를 결정해야 함. 

마. 재고량

○ 기말재고량 방정식은 총 수요의 구성요소로 모형에 포함됨. 기말재고 방정

식은 공 량(이월재고량에 생산량 분을 합한)과 자체가격의 함수로서 명시

되며 몇몇 재고 방정식들은 기말재고를 단 한 가지의 경제  조건(자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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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포함된 공 비율로 추정함. 이러한 방정식들은 련 추세, 이동  임

시변수도 포함하고 있음.

바. 무역 

○ 모형에는 수입과 수출에 한 방정식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시장의 균형을 

찾는 경우에 순무역(수출에서 수입을 뺀)은 계가 있는 유일한 변수이므로 

이때 모든 국가에서 모든 품목에 해 수출량이나 수입량  한 변수가 외

생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 량은 수요량과 같음. 외생 으로 결정되지 

않는 무역변수(수출량 는 수입량)는 총 공 과 총 수요가 같아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항등식으로 계산됨. 모형은 모든 국가와 모든 품목에 한 시

장청산가격을 공 =수요 균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

연계방정식(price linkage function)을 통해서 각국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

에 순무역은 공 =수요 균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

○ 표면 으로 무역변수에 한 방정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모형은 이미 무역에 향을  부분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음. 를 

들면, 어느 특정 국가에서 강세인 통화는 어느 제품의 순수출이 더 어지

도록 만들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재 이 보다 다른 나라에 비례하여 부의 더 큰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것은 직  수입방정식보다는 수요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음. 통화강세는 수요의 증가를 래하고 수요의 증가는 공 =

수요 균형을 통해서 순수출의 감소를 래하게 됨.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와 같은 국가에서 수출세를 폐지하는 경우 가격 련성 방정식은 세계가격

에 비례하여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며 국내생산의 증가와 국내소비의 감소를 

래하게 되므로 순무역이 방정식에서 명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출의 

증가를 야기함.

- 앞에 언 하 듯이 가격연계방정식에 사용된 세계 생산에 한 자국 생

산량의 백분율 설명변수를 수출량의 리변수로 가정한다면, 가격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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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수출함수를 고려한 효과를 볼 수 있음. 를 들어 

수출함수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함수로 구성되는데, 수출량과 국내

가격을 이항하면 수출함수가 가격연계방정식으로 환됨. 

수출량⊖국내가격⊕국제가격

국내가격 ⊕국제가격⊖수출량

≒가격연계방정식⊕국제가격⊖
세계생산량

국내생산량


 

사. 국제 균형가격 결정

○ 시장청산가격은 세계 수출량과 수입량 즉, 세계의 공 이 세계 수요와 균형

을 이루어야 하는 필요에 근거하여 작성된 스 드시트 내에서 결정됨. 각

각의 품목은 세계의 수요량이 공 량을 과하는 경우 가격을 상향 조정하

거나 아니면 세계의 공 량이 수요량을 과하는 경우 가격을 하향으로 조

정하는 균형가격 조정계수(equilibrator)를 가지고 있음. 

- 연립방정식시스템(simultaneous equation model system)하에서 시장청산 

균형가격 도출 계산방법은 아래 식과 같음. 과공 (S-D) 는 과수

요(D-S)가 0이 될 때, 즉 공 량(수출량)과 수요량(수입량)이 같아질 때

(S=D) 시장청산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것임. 들 들어 old price(  )가 

높게 설정되었다면 공 은 증가하게 됨. 따라서 과공 (S-D)은 양(+)

의 값을 취하게 되고, 조정계수(equilibrator) 앞의 음(-)의 부호 때문에 

new price( )는 old price(  )보다 낮게 되며 이 순환과정은 과공

(S-D)이 0이 될 때까지 반복(iteration)하게 됨.7





  






                          

주:  반복횟수   ∼∞가격 공급량수요량  조정계수(equilibrator)

7 초기 값 
 

 는 일반적으로 전기가격이 초기 값으로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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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OECD Ag_link COSIMO 모형

○ AGLINK 모형은 OECD 사무국이 1993년 회원국의 조하에 개발하여 운 하

고 있는 세계농업 망모형으로서 세계농업부문의 정량  분석과 OECD-FAO 

농업 망보고(OECD-FAO Agricultural Outlook Report) 등에 이용되고 있음. 

특히 2005년 이후 FAO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모형 내 국가와 지역을 세분화

함으로써 모형의 정교함과 망범 를 넓히고 있음.

○ AGLINK 모형은 OECD 사무국이 회원국  몇몇 비회원국과의 긴 한 

조하에 개발한 세계 농업에 한 동태  수요-공  모형임.

- 축차-동태 (recursive-dynamic),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수요-공

(supply-demand) 모형 

- 부분균형모형: AGLINK-COSIMO 모형은 주요 농산물에 한 부분균형

모형으로서, 비농업시장은 외생 으로 취 됨.

- 생산  교역 농산물의 완  체성: 특히 교역 농산물의 원산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음.

- 개별 모듈로 도입된 국가/지역

 ․OECD 회원국(8):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27),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 EU27은 구 EU 회원국 EU15와 신 EU 회원국 EU12로 구성

 ․OECD 비회원국(4): 아르헨티나, 라질, 국, 러시아

- 외생 으로 AGLINK 모형에 포함된 국가

 ․OECD 회원국(2): 노르웨이, 스 스

- 모형에 도입된 주요 품목은 크게 곡물, 유지작물, 유지박, 식물성오일, 육

류, 낙농품, 설탕  바이오연료로 구분

 ․곡물: , 잡곡(옥수수, 보리, 귀리, 수수, 호 , 기타 곡물), 

 ․유지작물: 두, 해바라기씨, 유채씨

 ․유지박: 두박, 해바라기박, 유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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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오일: 유지종자유( 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유), 야자유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가 육, 양고기, 달걀

 ․낙농품: 버터, 치즈, 탈지분유, 지분유, 유장분말

 ․설탕: 사탕무, 사탕수수

 ․바이오연료: 에탄올, 바이오디젤

  * 그 외에도 모형에는 부분  수  는 가격으로 도입된 품목이 다수

○ 모형에 포함된 국가에서 생산, 소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농산물

의 연간 수 과 가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농업  무역정책의 농산물 시장

에 한 잠재  향의 기  에서의 분석에 을 두고 있음.

- 일 성 있는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기 망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

하여 왔고, 정책실험(시나리오 분석) 능력으로 인해 OECD 사무국과 참

여국가의 정책분석을 한 핵심 인 수단이 되어왔음. 

- AGLINK 모형과 같은 계량모형의 주요 장 은 국가 간  상품 간의 상

호작용을 악할 수 있고, 경제   정책 변화로 인한 향의 방향

과 크기를 산정할 수 있는 데 있음. 

그림 2-7.  Aglink-COSIMO 국가범

자료: <www.oecd.org/tad>.



47

1.1.4. 주요 기 별 부분균형모형 비교

○세계 으로 국제 농산물수 망  정책시뮬 이션모형을 개발･운 하여 장

기 망치를 발표하고, 정책변화에 한 향분석을 하는 표기 은 3개 기 으

로 미국 농무성(USDA/ERS)과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 OECD-FAO가 

있음. 이를 모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기의 값이 차기에 향을 주는 동태 분석방법, 농업부분에 국한한 부

분균형모형으로 거시경제지표는 외생변수로 사용, 생산  소비에서 생

산/소비 체를 고려, 생산  교역 농산물의 완  체성 가정 특히 교역 

농산물의 원산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음. 이는 국가별로 별도의 수출입

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가격연계방정식(price linkage function)을 통해서 

각국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순무역은 공 =수요 균형을 통해서 해결

○ 본 연구에서 비교하는 기 별 수 망모형을 검토한 결과, 모형에 사용되는 

로그램과 시장청산가격(시장균형가격) 해를 구하기 해 수요함수의 모형

형태가 차이가 있을 뿐 품목범 와 국가범 는 차이가 없음.

   - USDA, FAPRI 수 망모형은 매우 유사함.

   - OECD Aglink Cosimo 모형은 축차모형(recursive model)이라는 차이 을 

가지고 있음. 즉, 통  수요함수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가격이 종속변수

인 가격신축성함수를 사용하여 시장청산가격을 도출함.

○ 모형검토결과 OECD-FAO 모형은 축자모형(recursive model)으로 경제이론

과 통계학 으로 수요과 공 이 동시에 균형을 찾는 연립방정식 모형

(simultaneous equation model)보다 오래된 모형형태로 한계 이 존재함.

- D.B 업데이트 문제에 있어 USDA보다 업데이트가 매우 늦음. 한 엑셀

모형으로 구성된 연구원 KASMO 모형과 호환이 어려움.

- 축차모형은 수요와 공 이 동시에 양방향(two-way)으로 향을 주어 균

형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one-way 방식으로 공 이 결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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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을 계산하고, 균형가격을 수요량의 함수로 구성하여 가격을 도출

하는 방식으로 경제이론 으로 문제가 있음. 특히 통계학 으로 추정된 

라미터는 편의(biased)가 발생함.

표 2-3.  기 별 국제곡물 수  망 모형 비교

구분 USDA FAPRI OECD-FAO

모형형태

농업에 국한된 부분균형모형

Simultaneous model

동태모형(dynamic model)

*FAPRI와 공동연구로 모형형

태가 FAPRI와 유사함

농업에 국한된 부분균형모형

Simultaneous model

동태모형(dynamic model)

농업에 국한된 부분균형모형

Recursive model

동태모형(dynamic model)

품목범

*총 20개 품목

곡물류(7): , 옥수수, , 

수수, 보리, 귀리, 두

축산류(10): 소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 칠면조, 계란, 

우유, 치즈, 버터, 분유, 건

조 유장

기타(3): 기타유지류, 설탕, 

면화

*총 21개 품목

곡물류(5): , 옥수수, 보리, 

수수, 

유지류(4): 두, 해바라기, 

유채, 팜오일

축산류(8): 쇠고기, 돼지, 

육계, 우유, 치즈, 버터, 탈

지분유, 지분유

바이오에 지(2): 에탄올, 디젤

기타(2): 면화, 설탕

*총 20개 품목

곡물류(3): , 잡곡, 

유지류(3): 두, 해바라기, 유채

축산류(10):소고기, 돼지고

기, 가 육, 양고기, 달걀, 

버터, 치즈, 탈지분유, 지

분유, 유장분말

바이오에 지(2): 에탄올, 

바이오디젤

기타(2): 설탕, 식물성오일

국가범

*15개 국가와 지역그룹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

주, 한국, 만, 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

라이나, 멕시코, 라질, 아

르헨티나

*15개 국가와 지역그룹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

주, 한국, 만, 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

라이나, 멕시코, 라질, 아

르헨티나

*14개 국가와 지역그룹

호주, 캐나다, EU, 일본, 한

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

국, 아르헨티나, 라질, 

국, 러시아, 노르웨이, 스

스

D.B USDA USDA FAO STAT

로그램 엑셀(Excel) 엑셀(Excel) Troll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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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교정태분석모형(Static Analysis Model)

○균형은 수요와 공 이 같아지는 상태임. 이때 균형가격(시장청산가격)이 결정

됨. 즉, 수요와 공 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동 으로 균

형 (수요, 공 , 가격)을 찾음. 이 균형 상태는 외생  요인, 다시 말해 수요 

혹은 공 의 갑작스런 증가 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지될 

것임. 그러나 외생변수에 의한 수요 혹은 공 이 변하더라도 이는 다시 자연

스  균형 을 찾아 수렴하게 됨. 즉, 어떤 경제상황이 외부여건의 변화로 인

해 한 균형으로부터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했을 때 이 두 균형을 서로 비

교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이라고 함.

- 외생변수의 변화가 내생변수의 수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는 

것으로 경제학 모형에서 상의 이론  재 을 이끌어 내는 분석을 말함.

- 체로 정태  분석은 균형 상태와 균형조건을 다루며, 본질 으로 시간

을 고려하지 않음. 

- 소득수  상승이나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은  에서  으로 옮겨감. 이와 같이 기 균형 ( )과 다른 새로운 균

형 ( )을 비교분석하는 방법, 즉, 외생변수가 변할 때 내생변수들의 균형 

값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분석방법이 비교정태 분석임.

그림 2-8.  수요증가에 따른 균형 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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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DM(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모형

○농업경제 분석의 목 은 생산 함수의 이동, 정부 정책의 변화, 는 련 시

장에서 수요와 공 의 이동 등과 같은 외생요인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균

형가격과 균형물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임. 이러한 목 을 해 가격  수

량의 비율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함. 

○ 균형변환모델(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정태분석) 수요와 공 의 외생요인의 변환 결과로서 내생 가

격  수량의 변화를 시뮬 이션하는 기법임. 단순하게 하나의 재화를 갖는 

시장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산출량시장과 생산요소의 결합된 분석

을 포함하여 수많은 련된 재화를 갖는 시장에서의 분석 한 만들어낼 수 

있음.

- 모형에 사용될 수요함수와 공 함수는 선형으로 가정하고 수요가 증가

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 

○ 기본 인 EDM 모형 분석의 로 수요변화율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기 해 

다음과 같은 이론  모형을 구축함. 내생변수는 Q와 P이고, 방정식에서 보

듯이 2개의 내생변수의 해를 얻기 해 2개의 방정식이 도출되어 이를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들의 해를 구할 수 있음. 

수요함수: 
    

공 함수:  
    

시장균형조건:  
   

○ 이 게 정의된 이론  모형을 내생변수들의 변화율과 탄성치 모수들의 결

합으로 표 된 EDM 모형으로 유도할 수 있음. 각각의 변수들 앞에 붙여진 

E는 각 변수들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각 변수들의 변화율은 변수들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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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성치의 선형결합으로 표 할 수 있음. 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각각의 

미분된 균형변화식이 아래에 순서 로 유도됨. 모형을 통해 수요에 외생

인 충격(shock)이 왔을 때 수요량, 공 량, 균형가격 변화율에 얼마만큼의 

향을 미치는지를 계측할 수 있음.

(수요함수)   


 

∙ 


 

∙   양변을 로 나 면, 

     





 




 

∙









 

∙






  

     





 




 

∙






∙






 

∙






∙




         

            ∙



  ∙





    ∴
   ∙         

주: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자체가격변화율,  : 수요에 향을 미치는 외생요인

(공 함수)   


 

∙ 


 

∙   양변을  로 나 면, 

     





 




 

∙






∙






 

∙






∙




         

           ∙



  ∙



     

        

     ∴
   ∙    

 주: : 공 의 가격탄력성,  : 자체가격변화율

(시장균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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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균형조건을 수요함수와 공 함수에 입하여 정리하면,

     ∙

  ∙

 

→  가 주어지면, EQ(균형물량), EP(균형가격)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음.

(Matrix Form 형태로 계산) 

    ∙

  ∙

   →   ∙  

 ∙  

 

    
    


  



  


    

  

 

 


       
  


∙    

    


       
  


∙    

 

∴ 
  

  
   ,   

  

 

- 공 탄성치()는 0보다 크고, 수요탄성치()는 0보다 작음. 는 수요에 

향을 미치는 외생요인이고 는 공 에 향을 미치는 외생요인이라고 

가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 ≻≻이 됨. 즉,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물량은 증가함.





  


≻   , 




  


≻ 



53

2. 국제 무역모형

2.1.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

2.1.1. GSIM(Global Simulation Model)

○GSIM은 Francois에 의해 제시된 부분균형모형으로 무역정책( 세변화, 반

덤핑법 등) 변화에 따른 국가별 교역 변화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세계시장 

수  이동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GSIM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분석 상을 특정하는(산업수 ) 부분균형모형으로, 일반균형모형에 비해 

다양한 무역 정책의 변화에 한 효과를 상 으로 빠르고 용이한 분석

이 가능하다는 이 있음.

- 세계시장에서의 수 균형조건(Global Market Clearing Condition)을 이용

- 수입수요(Import Demand)에 해서는 Armington(1969) 모형의 가정을 

이용

가. 분석 모형

○일반균형모형은 모든 시장에서의 동시 인 균형을 추구하는 계로 모형설

정이 복잡하고 균형달성이 어렵지만, 부분균형모형은 특정 산업에 한 시

장균형을 찾기 때문에 모형설정이 용이하며, 특히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국, 

수입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데 합함.

- 특히, 세인하에 따른 무역의 변화, 세 수입(收入), 수출국 잉여, 수입

국 잉여 등을 계측할 수 있음.

○수입수요에 한 가정은 국가단 의 상품 차별이 용되는 Armington(1969) 

모형과 기업 단 의 차별이 용되는 Flam-Helpman(1987) 모형의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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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함. 따라서, GSIM 모형의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서로 다른 상품군의 사이에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 가정이 성립함.

- 국가단 의 상품 차별화에 따라 특정국에 수입되는 수출국들의 상품은 

불완  체(imperfect substitution) 계

-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가정에 의해 원산지가 다른 상품

들 사이의 교차탄력성은 동일한 수 으로 고정됨. 즉, 수출경쟁국가 간

의 가격 변화가 수입수요함수에 미치는 향은 다르지만, 체탄성치가 

일정(CES)하다는 가정으로 수출국 A의 가격변화가 여타 수출경쟁국의 

수요에 미치는 향은 동일함.

- 동조  수입수요(homothetic import demands)함수로 지출탄력성은 1이

며, 모든 원산지의 수입수요에 해 동일하여 각국의 수입시장 유율이 

해당 품목에 한 지출액 증가에 향을 받지 않음.

○수입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각 시장의 수 에 향을 미치며, 특정 수

출국의 수출 총합이 각 국으로부터의 수입총합과 동일한 에서 새로운 균

형무역량과 가격을 형성함.

- 따라서, 각 시장 간 수출가격의 일물일가가 형성됨

- 수입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세계 시장 수 이 변하는 것은 수입국이 국임

을 가정하고 있어 수입국은 어떤 품목에 해 교역 비 이 높은 것을 의미

○GSIM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의 수입시장

에서의 가격탄력성과 세 변화에 따른 수입국의 수입수요 변화와 수출국의 

수출공  변화를 이용한 세 변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측

- 수입수요 변화 계측

- 수출공  변화 계측

- 세계시장 균형조건(시장청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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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수요함수의  탄력성

○수입국 가 수출국 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한 수입수요 는 수출국 

의 상품에 한 수입국 내에의 가격인 와 수출국  이외의 의 상품에 

한 수입국  내에서의 가격인 ≠, 수출상품에 한 총 지출액인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함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음.

(1)  ≠

where,

 : 수입국 가 수출국 로부터의 수입량

 : 수출국  상품에 한 수입국  내에서의 가격

≠ :   이외의 수출국  상품에 한 수입국  내에서의 가격

 : 수입국 의 수출국 상품에 한 총 지출액

○수요이론의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 가정에 따라 다른 상품군의 가격 변

화에 따른 체효과를 배제하고, 식 (1)에 해 로 미분한 후 양변에 




를 곱하면 식 (2-3)을 도출할 수 있음.

(2-1) 
















(2-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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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 







, 







○식 (2-3)을 토 로 우변의 는 Slutsky decompostion과 Allen의 체탄력성 

정의인   
, CES 가정인  를 이용하여 도출된 식을 식 (2-3)에 

입하여, 식 (3-2)을 유도할 수 있음.

(3-1)   
  

where, 


 : 수출국 의 가격에 한 수출국  수입량의 보상수요탄력성

: 수출국 의 시장 유율

: 수출국 와   간의 체탄력성

 

(3-2)   
  

○ 식 (3)에서   인 자체 가격탄력성의 경우 Hicksian Demand의 0차 동차성

(zero Homogeneity property)인 



 을 통해 식 (4)를 유도할 수 있음.

(4)    
≠



○ 여기에서, 식 (5-1)의 동조  선호(지출탄력성=1)인 것을 가정하고, 식 (6-1)

을 Shepard’s Lemma를 통해 식 (6-2)로 표 할 수 있음.

(5-1)  

(5-2) Shepard’s 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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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where, 

 : 총 가격지수(aggregate price index)

 : 총 수입수요(aggregate import demand)

 : 총 수요 탄력성(aggregate Import demand elasticity), 







○ 식 (3)과 (4)에 식 (5-1)과 (6-2)를 입하면,

(7-1)    

(7-2)  
≠

  

○ 따라서, GSIM에서는 수출국 의 수입시장 유율 와 총 수요탄력성 , 그

리고 체탄력성 만으로 수입수요 탄력성을 도출하여 세 변화 등에 따

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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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수요, 수출공  변화 계측

1) 수입수요 변화

○ 수출국  상품의 수입국  내에서 매가격 는 수출국  상품의 세계시

장가격 
와 수입국 가 부과하는 세()에 의해 결정되며, 의 변화

율은 
와 의 변화율로 구성되어 있음.

(8-1)  


(8-2)   




○ 수출국   상품의 수입국  내에서 수입량()의 변화는 수출국   상품의 

가격()과 수출국 를 제외한 다른 수출국들의 가격(≠)의 가격 변화의 

함수임.

- 따라서, 수출국  상품의 수입국  내에서의 수입량 변화는 각각의 수입

수요탄력성과 가격의 변화율의 합으로 표 할 수 있음.

(9) 









≠






- 식 (9)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수출국  상품의 자체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수요 변화율을 의미하며, 두 번째 항은 다른 수출국의 가격변화에 

따른 수출국   상품의 수입수요 변화율을 의미함.

2) 수출공  변화

○ 수출국 의 수출공 량(
)는 수출국  상품의 세계시장가격인 

의 함수

로 표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국 상품 세계시장공 변화율은 세계시장가격변화율과 수

출공 탄력성으로 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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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2) 

















where,  : 수출국 의 세계시장에 한 공 탄력성

라 . 세계시 장균형조 건

○ 수출국 의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국(동일한 상품)들의 총 수입량 변화는 식 

(11)과 같으며, 수출국 의 수출공 량변화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식 (12)로 

나타낼 수 있음.

(11) 















≠


























≠













(12) 


















, for all 

○ 식 (12)의 균형조건식으로부터 수출국 i의 세계시장에서의 균형가격 변화율 




를 도출할 수 있음.

- 균형상태의 세계가격  수출국  상품의 수입국  내의 가격을 각각 


, 

 라고 하면,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격들을 각각 
, 


는 식 (13), (14)로 나타낼 수 있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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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 변화(정책 변화 등) 이  수입국 가 수출국 로부터 수입한 양을 


 , 수출국 의 세계시장 수출량을 

라고 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균형가격 
 수 에서의 수입국 가 수출국 로부터의 수입량 

 와 수

출국 의 세계시장 수출량 
는 식 (15), (16)로부터 계측할 수 있음.

(15)


 





 











 

 















(16) 











 









 













마. 후생   수입효과 분석

1) 생 산 자잉여 변화

○ 수입국 의 세 변화에 따른 교역 변화로 인한 세계 가격과 수출량이 각각 


에서 

, 
에서 

로 상승하 다면, 수출국 의 생산자 후생 변화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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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생산자잉여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음(□abcd).

그림 2-9.  세 변화에 따른 수출국의 생산자잉여 변화

2) 소비자잉여 변화

○ 수입국 의 세 변화에 따른 교역 변화로 인한 수출국들의 수입국  내의 

가격과 수입량이 각각  에서  로 하락하고,  에서  로 상승하 다

면, 수입국 의 소비자 후생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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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where, 

 : 총 가격지수(aggregate price index), 


 





     → 세 변화 후의 총 가격지수는  ,  

     → 
























 : 총 수입수요(aggregate import demand),  




     → 세 변화 후의 총 수입수요는  ,  

     → 








 : 총 수요탄력성(aggregate Import demand elasticity), 







○ 소비자잉여를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음(□abcd).



63

그림 2-10.  세 변화에 따른 수입국의 소비자잉여 변화

3) 무역창출･ 환효과

○ 무역창출･ 환효과는 수입국 가 수출국을 상 로 부과하는 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국들로부터의 수입량 변화에 따른 교역 패턴 변화를 의미함.

-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는 수입국 가 특정 수출국 에 부과

하는 세의 변화에 따른 수출국 로부터의 수입량 변화를 의미함.

(20-1)  ×

- 무역 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는 수입국 가 특정 수출국 를 제

외한 타 수출국에 부과하는 세 변화로 발생하는 수출국 의 수입량 변

화를 의미함.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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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

2.2.1. CGE 모형

○ 연산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체 시장에

서 모든 경제 주체의 행 에 의한 향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일반균형 분

석 방법으로 미시  변화와 거시  변화의 연계성, 정책변화에 따른 여러 

산업의 경제  효과, 정책변수를 포함한 외생변수의 변화가 각 사업별･지역

별･경제 주체별 미치는 향, FTA  다자간 무역 정 등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서로 향을 주는 다수 주체의 행 는 효용극 화, 이윤극 화, 비용최소

화 등 최 화에서 도출

- 각 국가  단체의 최 화가 아닌 개별 경제 주체의 최 화 지향

- 다수의 시장이 존재하며, 각 시장은 가능한 범 까지 세분화함.

2.2.2. 모형의 구성

○ CGE 모형을 구축할 경우 일반 으로 세 가지 단계(사회회계행렬, 행태패러

미터, 연립방정식체계)를 고려해야 함.

- 사회회계행렬은 각 경제단  간 상호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 가계, 

정부  기타 국내외 제도의 계 설정

- 행태 라미터는 균형 상태에서 정책 변화, 경제  충격(FTA 등) 등에 

따른 균형변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변수의 변화에 따른 타 

변수의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탄력성임.

- 연립방정식체계는 사회회계행렬에 내포되어 있는 경제  계 방정식과 

수량 가격 등에 한 항등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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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모형의 구조

○ CGE 모형의 구조를 설명하기 한 로서 이 연구에서는 정재호･성명재･

이명헌(2002)에서 사용한 모형을 재진술함.

<경제 주체의 여건과 행태에 한 가정>

가. 기업

○ 각 부문에 1개의 표  기업을 상정하고 이러한 기업은 자신의 부문과 다

른 부문이 생산한 재화를 구입하여 간 투입재로 사용함.

○ 가계가 소유한 노동과 자본을 간투입재와 결합하여 국내시장에 매되는 

내수재와 해외시장에 매되는 수출재를 생산함.

- 노동, 자본, 간투입재를 사용하기 하여 임 , 자본임 료, 투입재 가

격 지불

- 기업은 내수재 매액  일정비율을 간 세로 정부에 납부(이 비율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각 산업 부문 를 표하는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기업은 이를 

최 화함.

(1)         




 

where,

 : 부문 표  기업의 이윤

  : 내수재에 부과되는 간 세율

  : 내수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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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재 공 량

  : 수출재 가격

  : 수출재 공 량


 : 간투입재 가격

 :   재화에 한  부문의 간투입재 수요량

 : 임

 : 노동수요량

 : 자본임 료

 : 자본수요량

       

○ 이 기업의 생산기술은 다투입-다산출(multi-input, multi-output)이며, 다음과 

같이 투입･산출이 분리가능한 기술로 표 함.

(2) min 



       






  


(3)    




















     단 
  

(4)    





 












      단 
 

where,

 : 부문의 산출수

 : 부문 산출수 () 1단  생산에 필요한 재의 간투입량

 : 부문 부가가치량

 : 부문 산출수 () 1단  생산에 필요한 부가가치량

○ 부문의 식 (2)에서 보여주듯 투입재와 부가가치 부분은 온티에  생산함

수에 의해 결합하며, 부가가치 부분은 식 (3)과 같이 노동과 자본 간의 불변

체탄력성(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주어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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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자본 간의 체탄력성 
는 다음과 같음.

(5) 




○ 한편, 이 게 생산된 산출물은 식 (4)에 나타난 불변변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함수에 의해 내수재와 수출재로 환되며, 이

때 내수재와 수출재의 변환탄력성 
는 다음과 같음.

(6) 




○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에 주어진 이윤최 화 문제의 풀이로서 

(      )의 벡터, 즉 내수재와 수출재의 공 량, 간투입

수요량, 노동  자본에 한 수요량이 결정됨.

나. 가계

○ 가계는 다음과 같이 가처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에 지출하면서 소비활

동으로부터 효용을 극 화함.

(7) 




  



 

where,

 : 효용지표 

 : 재화의 소비량



    68

○ 한편, 가계가 직면한 산 제약은 다음과 같음.

(8)   





where, 


 : 가계의 가처분소득


 : 소비재 의 가격

○ 가계의 축행태와 련해서는 시간에 따른 효용극 화를 상정하지 않고 

일정한 축성향을 가정함. 이와 같은 가정은 축과 련하여 가계의 미래

에 한 기 를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으나 이러한 가정하에서 별도

의 다른 모수에 한 추정 없이 기  연도의 자료로 축성향을 얻을 수 있

다는 편리성 때문에 일반균형모형에서 가계의 축행태를 묘사하는 가정으

로 흔히 사용함.

○ 가계가 자신의 소비와 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은 다음과 

같음.

(9)       

where, 

 : 노동부존

 : 자본부존

 : 법인세율

 : 감가상각률

 : 소득세(사회보장부담  포함)

 : 정부로부터 지 되는 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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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가계는 소유한 노동력과 자본의 요소를 매  임 하여 요소소득을 

얻고 자본소득에 해서는 정부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법인세가 징수됨. 

한 자본에 한 임 료 수입  일부분이 감가상각비로 지출되고 정부에 소

득세()를 징수당하며, 정부로부터 이 지출()을 받음.    

○ 소득세와 이 지출은 각각 일정한 단 의 소비자 효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

킬 수 있는 액수로 정의됨.

(10)  


(11)  


○ 이때, 는 한 단 의 효용을 얻기 해 필요한 최소 지출액이며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의 효용극 화에 한 해로써 소비재에 한 수요 가 결정됨.

다. 정부

○ 정부는 생산 부분의 내수재 매에 해 간 세, 자본임 소득에 해 법인

세, 가계의 소득에 해 소득세, 수입물품에 해 세와 수입물품세를 징

수하고 이를 이 지출, 소비  지출 그리고 정부 축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가 성립함.

(12) 


       


    
  

 



 

where, 

  :   재화에 한 세율

  :   재화에 한 수입상품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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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의 수입재 세 가격

  :   재화의 수입재 수입량

 :   재화의 정부소비량

  : 실물 정부투자량

○ 이때 식의 좌변, 즉 정부의 재정수입은 세율이 정해지면 외생 으로 정해짐. 

반면, 이 게 정해진 재정수입에 한 분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짐. 

- 정재호･성명재･이명헌(2003)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 음.

- 첫째,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가계에 한 이 지출은 ‘실질가치’가 일

정하게 유지됨. 즉, 재화소비에 의한 효용이 외생 으로 정해진 수 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액수임.

- 둘째, 정부는 실물로 일정한 양의 투자를 행함.

- 셋째, 정부는 이와 같이 이 지출과 투자에 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후에 남은 재원을 소비  지출 각 항목에 지출하며 이때 각 항목별 지출

규모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함. 즉, 온티에  효용함수를 극 화

하는 방식의 소비지출을 행함.

라 . 투자재 시 장

○ 투자재원인 총 축액은 다음과 같이 요소시장에서 유보되는 감가상각, 가

계의 축, 정부의 축(), 해외 축()의 합으로 결정됨.

(13)    


where,

 : 총 축액

 : 외생 으로 주어지는 해외 축 규모(외환 표시)

 : 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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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독립 인 투자함수를 상정하지 않고 총 투자액이 자동 으로 총 

축액과 일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투자재() 1단 는 투자용 재화(  )

들을 일정 비율로 결합한 것으로 투자재의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으면 온

티에  함수라고 가정함.

(14)  min 










where, 

 : 재화 의 투자용 수요

 : 투자재 1단  형성을 해 필요한   재화의 양

○ 따라서 투자재 1단 의 가격은 다음과 같음.

(15)  



 

where,

 : 투자재의 가격


 : 의 가격

○ 이에 따라 투자총량과 각 재화별 투자용 수요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마. 해 외 부분

○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출재를 구입함으로써 외환을 공 하고, 국내시장에 수

입재를 매함으로써 외환을 수요함. 총 수입액과 총 수출액의 차이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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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의 유입자본이 되며, 외환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균형이 성립함.

(16)  
  

  

where, 

 
  : 수출재의 세계시장가격(외환 표시)

 
  : 수입재의 세계시장가격(외환 표시)

○ 국내화폐 표시 수출재  수입재의 가격은 외환 가격과 환율의 곱으로 결정

되며, 는 외생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

<시장의 균형조건>

○ 일반균형은 각 생산 부분의 무이윤 조건( )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재

화시장, 요소시장, 외환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룸.

     


   
    

     




     




     


 
  



 
 



  
   

where,

  : 가계의 국내재 에 한 소비수요

 
  : 정부의 국내재 에 한 소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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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의 수입재 에 한 소비수요

 
  : 정부의 수입재 에 한 소비수요

2.2.4. CGE 모형의 활용

○ CGE 모형은 매우 다향하게 활용되고 있음. 일반 으로 에서 살펴본 모형

의 와 같이 국제무역과 련하여 무역정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다자간 무역 상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한, 최근에는 무역 자유화와 환경과의 계,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  효

과 등 환경  에 지 분야에서도 CGE 모형을 활용하고 있음.

○ 일반 으로 사용되는 CGE 모형은 특정 경제 는 국가를 심으로 생산, 

수요, 기술, 투입재, 교역재, 가격, 해외부문, 소득  정부 수입 등의 균형을 

도출함.

○ GTAP 모형은 다지역-다산업 CGE 모형으로  세계의 국제무역 련 분석

에 을 두고 있음.

- 2001년 GTAP Version5에서는 세계 66개 지역, 각 지역별 57개 산업이 

연계되어 있음.

○ GTAP 모형의 기본 구조는 CGE 모형과 유사하지만, 큰 틀에서 모형을 구성

하는 두 부분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일반 인 CGE 모형과 마찬가지의 미시경제학  요소 즉, 소비자 

 생산자 등 각 경제 주체의 최 화 방정식으로 구성

- 둘째, 각 경제 주체  국가 간 지불 계를 설정하는 방정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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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특정 경제 주체  국가 각각의 폐쇄경제 방정식을 구성하고 각 주체 

 국가를 국제 으로 연결한 것이 GTAP 모형임.

3. FTA 향평가를 한 모형별 장단  비교 분석

○ 앞서 선행연구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경제학에서 특정 충격(제도 변화, 

FTA 등)에 의한 향을 분석･평가하기 한 모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

며, 이를 크게 구분 짓는다면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과 일반균형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부분균형 모형은 다른 상품 는 시장상황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

(고정)하고 하나의 상품시장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균형모형

은 상 으로 매우 간단하고 안정 이며, 직 에 합한 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 이 있음. 그러나 다른 상품 는 시장 간에 주고받는 환류효과

(feedback effects)를 반 하지 못하여 분석･평가 결과가 편의를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존재함.

○ 일반균형 모형은 모든 시장이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는 환류효과의 경제 

이론  특성을 반 하여 해당 품목･시장뿐만 아니라 련된 모든 품목･시

장의 균형을 고려하는 분석 방법으로 산업  국가 간의 계 등을 고려하

여 모든 시장의 수요･공 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 

경제  충격 후를 비교하여 효과를 측정함. FTA 향평가의 경우  산

업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주체별 상호작용뿐 아니라 거시변수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국내외 모든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

니 모형이 복잡하고, 어떤 형태의 효용함수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함수

별로 어떤 탄성치( 라미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매우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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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농업과 같이 세부 품목별 향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사실, 미국은 물론, GTAP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호주의 보

고서에서도 집필진들은 외생충격으로 발생하는 경제변수들의 변화 추정

치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의 계량경제학모형과 달리, GTAP 모형에 제시

되는 FTA 향분석결과는 한계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시로 해석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음. 특히 세부 산업별 혹은 품목별 FTA 향분석을 보기

해서는 실에 부합하도록 부분균형분석이나 정성분석을 함께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FTA 향분석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CGE-GTAP 모형은 체 산업

을 57개 산업군으로 집계하여 구분하고 있어 특정 품목별, 산업별 분석

에 제한 이며, 양국 간에 교역이 없었던 품목의 새로운 교역창출에 

한 가능성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음. 

- CGE 모형에서는 농산물을 품목별로 고려하여 FTA에 따른 품목별 생산

량, 소비량, 수입량 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없음. 한 품목군별로 

단 로 집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FTA 양허안인 세율은 품목

군을 어떻게 분류하는냐에 따라 향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은 이론에 충실하다는 장 은 있으나, 외생

으로 사용한 탄성치의 신뢰성 문제, 동태  분석의 난 , 측력에 한 

사  검증 불가능, 결과해석에 한 모호성 등 많은 문제 으로 그 동

안 농업분야에 있어서 활용상의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임. 

○ 한편 농업부분 시뮬 이션모형 개발에서는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을 혼합한 형태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그  표 인 모형이 미국 

FAPRI와 USDA/ERS의 모형과 OECD/FAO의 Aglink_cosimo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KASMO임.

- 이들 모형은 부분균형모형과 일반균형모형의 장단 을 보완하면서 농업

부문에만 특화된 일종의 농업부문 일반균형모형이라 명할 수 있음.

- 농업부문만 특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부분균형 분석 형식이나, 품목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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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소비연계, 생산요소 시장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일종의 농업부문 일반균형모형임.

- FTA 효과 분석  향평가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품목별 양허안이 농업

부문의 품목 간, 요소시장 간 연계효과를 반 하면서 베이스라인 비 

품목별 수   가격변화에 한 향을 계측함.

- 그러나 FTA 체결이후 상 국이나, 경쟁 상 국의 경제활동변화(수   

가격)가 모형 내에 반 되지 못한 근본 인 한계가 존재함.

 

○ 산업연 표를 바탕으로 FTA 향분석을 이용하는 산업연 분석방법이 있

음. 이 방법은 부분균형모형에서 도출된 수입량변화를 산업연 분석을 통

하여 농업과 후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를 계측함으로써 부분균형분석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역시 

품목별, 산업별 분석에 제한 이며, 양국간에 교역이 없었던 품목의 새로운 

교역창출에 한 가능성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음. 한 농업과 같

이 세부 품목별 향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시간(time)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서(정태분석), 사실상 세이행 기간에 한 기간별 효과분석

에 한계가 존재함.

- 투입-산출계수가 고정 이지 않은 생산기술, 기술진보, 생산물 구성의 변

화, 투입물 체 등은 실경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러한 

실경제와의 괴리는 산업연 분석의 약 임.

- 실제 FTA 세인하 향평가에서는 세인하가 수입액 증가에 반 되

는 효과 분석을 해 품목별 수입수요함수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산업연 분석에 용하여 생산 감소액을 추정함. 

- 세인하에 따른 수입액 증가는 수입량 변화율과 수입 증가량을 이용하

여 분석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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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요탄력성을 알고 있으면,

  - 수입가격의 변화율 × 수입수요탄력성 = 수입량 변화율

  - 재 수입량 × 수입량변화율 = 수입 증가량

  - 수입 증가량 × 수입단가 = 수입액 증가분

 - 의 식에 의해 도출된 FTA 체결로 인한 수입액 증가는 국내 시장의 

생산과 고용, 수입, 물가 등에 효과를 미침. 따라서 산업연 분석을 

활용하여 수입 증가가 해당 산업의 생산액 감소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

○ FTA 향분석  평가에 활용하는 모형은 시간(time)개념에 따라 정태분석

과 동태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음. 정태분석(static analysis)이란 어떤 경제상

황이 외부여건의 변화로 인해 한 균형으로부터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했

을 때 이 두 균형을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데, 체로 정태  분석은 균형 

상태와 균형조건을 다루며, 본질 으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정태

분석을 이용한 FTA 향평가는 매년 실제 값에 탄성치를 이용하여 세인

하효과를 각각 독립 으로 계측했다는 것이며, 동태분석(dynamic analysis)

은 기 연도의 세인하효과 값이 차기 연도의 기  값이 되고 여기에 해

당 연도의 세인하효과가 추가되어 향을 미치는 분석방법을 의미함. 따

라서 FTA 사후 향평가 시 상 으로 정태분석 추정결과가 동태분석 추

정결과보다 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태분석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 한 정태분석으로 FTA 이행 기간 동안의 세율하락  TRQ 증

량에 한 피해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분균형 모형과 일반균형 모형의 장･단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분균형 모형의 장 : 모형의 설정이 간단하고 경제  충격의 효과를 

비교  쉽게 악할 수 있음.

- 부분균형 모형의 단 : 타 부문 혹은 타 국가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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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로 인한 변화가 본 산업  국가에 미치는 향이 반 되지 못함.

- 일반균형 모형의 장 : 모든 시장에서 모든 경제활동의 상호 효과를 반

하여 경제  충격에 의한 향을 종합 으로 평가

- 일반균형 모형의 단 : 경제  충격에 한 향의 경로를 악하기 어

렵고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한 효과가 최종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요인의 효과를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어려움.



79

제3 장

기 체결 FTA 사후 향평가 방법론 도출

1. 모형별 장 을 취합한 향평가모형설계

1.1. 국책연구원별 FTA영향분석 모형비교

○ 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  FTA 향분석 방법론에 해서

도 문가들 사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국책연

구기 에서도 각 산업별 통계 D.B. 황에 따라 각자 산업분석에 합한 분

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분야별로 가장 효과 인 분석방법을 용하기 해 거시지표 분석에는 

일반균형 근법을, 산업별 분석에는 부분균형 근법을 활용하고 있음. 

일반균형 근법은 산업 간 연 구조와 FTA 상 국 교역으로 인한 제3

국과의 수출입 구조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경제 반에 미치는 향 분

석이 가능하며, 부분균형 근법은 세부 산업  품목 단 의 분석이 가

능하고 품목 수 의 정성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량분석의 실성 제고

가 가능하기 때문임. 한 거시지표  고용효과의 경우 일반균형 근법

의 결과를 토 로 부분균형 근법을 용한 산업별 효과를 반 하여 정

규화함으로써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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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인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를 사용함. 특정 충격(FTA 세인하)이 가해지면 이와 

련된 모든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 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의 주요 변수 변화량으로 향을 분석함. 이는 경제

변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감안할 수 있어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 체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합하다고 단하기 때문임. 

- 다만, CGE 모형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나 변수의 변화로 인해 기존 정상

상태(Steady State 0)에서 다음 정상상태(Steady State 1)로 이행할 경우 

여타 변수들의 변화분을 포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GDP 성

장효과 수치 자체보다 FTA 체결에 따른 경제  효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 가용한 최신자료인 GTAP Database V8.1(기  연도 2007년)을 각 

국의 성장추세, 인구  노동증가율, 기발효 FTA 등을 반 하여 업데이

트하여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업데이트  실성의 문제 도 내포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의 제조업 부문의 향 분석은 부분균형모형에 의한 세인하 

효과 분석에 기 하고 있음. 제조업이 포 하는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 효과 

분석을 해 각 품목의 수출입 증가를 분석하여 체를 구성하는 부분균형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 FTA 세인하 효과분석은 세철폐가 상 국 수

출입 품목들의 가격인하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최근 7년간(2007~ 

2013년) 상 국 월별 수출입 자료를 토 로 제조업 품목별 상 국 수

출입 탄력성을 추정하여 FTA 수출입 증  효과를 추산함. 한 생산증 효

과 분석은 수출입의 증가를 산업 생산의 외생충격으로 간주하고, 산업연

모형을 통해 생산증 효과를 산출함.

- 다만, 이와 같은 분석은 세양허안에 따른 수출입  생산효과에 그 

이 맞추어져 있어 국내시장의 제품가격 변화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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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한국 농업시뮬 이션모형(KASMO: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을 사용하고 있음. KASMO는 한국 농업거시모형으로, 국제

시장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으로 취 되어 부분균형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농업부문에 국한된 동태(dynamic) 일반균형모형이라 할 

수 있음. KASMO는 모형 문기 인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07~’08년까지 2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FAFRI  USDA/ERS의 모형형태와 같음.

- KASMO는 주요 거시변수 망부문, 투입재 가격 망부문, 재배업부문 

망부문, 축산부문 망부문, 농가인구 망부문, 총량부문 망부문으

로 크게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품목 상호 간에 생산, 

소비 체로 연결되어 있는 계량경제학  연립방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로 구성 

- 재배업 45개, 축산업 9개 총 54개 품목으로 구성(방정식  항등식 3,300

개, 외생변수 350개)

- ’13년 생산액 기 으로 재배업의 97.4% 축산업의 98.1% 등 체 농업의 

98.0%를 포함

- 세인하  TRQ 증량에 따른 FTA 향평가 분석 방법은 FTA가 발효

되지 않았을 경우(베이스라인)의 연차별(15년 는 20년) 망치와 FTA

가 발효될 경우(시나리오)의 연차별 망치를 비교하여 산출함.

- 세인하  TRQ 증량에 따른 수입량 증가는 과공 (ES)으로 환되

고, 국내 균형가격은 하락하며, 가격하락은 동기 는 차기의 생산량(재

배면 , 사육두수)을 감소시킴.

- 균형가격 하락폭 (△P)과 생산량 감소폭(△Q)의 곱이 생산액 피해(직

피해효과)

- 균형가격 하락 (△P)은 생산  소비 체재가 되는 품목의 가격을 하락

시켜 타 품목의 수 균형에 향(간 피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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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KASMO는 부분균형모형과 일반균형모형의 장단 을 보완하면서 

농업부문에만 특화된 일종의 농업부문 일반균형모형일지라도, FTA 체결이

후 상 국이나, 경쟁 상 국의 경제활동변화(수   가격)가 모형에 반

되지 못한 근본 인 한계가 존재함.

○ 해양수산개발원은 수입 개방된 수산물을 상으로 ｢정태 부분균형모형인 

균형 체모형(EDM)｣으로 분석하고 있음. 세하락에 따른 수입 증가액 추

정은 기존의 수입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상 국 가격에 한 수입수요 탄

성치를 이용하여 추정하며, 생산감소액은 국내산 가격하락분과 생산 감소

량으로 추정함. 

- 기존의 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출국 가격에 한 교차탄성치, 국내산 

가격에 한 공 ･수요탄성치를 이용하여 추정

- 세인하 → 수입 수산물 증가 → 국내산 수산물 가격 하락 → 국내산 

수산물 생산 감소 → 국내 생산자 생산액 감소

- TRQ의 경우, 정태 부분균형모형인 균형 체모형(EDM)을 사용하는 

계로 분석에 있어서 TRQ 복리증가량  기간별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1.2. 기 체결 FTA 영향평가 표준방법론 모색

○  에 논의한 선행연구결과의 모형별 장 과 평가기 을 활용하여 합리 으로 

평가하기 한 농업부분 기 체결 FTA 향평가 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

○ 재 국책연구원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  FTA 향분석 방

법론과 달리, 사후 FTA 향분석 방법론개발 련 연구는 무하며, 연구기

별로 사  FTA 향분석방법과는 다른 비교  간단 비교정태분석 는 

균형 체모형(EDM)을 사용하여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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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기존의 FTA 사 평가를 모두 KREI-ASMO를 사

용하여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최세균 외(2009), 문한필(2012) 외의 

한･칠  FTA 사후평가에서는 비교정태분석  균형 체모형(EDM)을 

사용하여 실제치와 각 연도별 추정치를 비교(정태분석)하여 FTA 향평

가를 하 음.

- 외경제정책연구원도 기존의 FTA 사 평가를 모두 CGE를 사용하여 

향평가를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칠  FTA 사후 향평

가에서는 산업연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 연도별 산업연 표를 분석하

여 사후 향평가를 하 음.

 

○ 이러한 사 , 사후 평가방법의 상이함은 평가방식에 있어 모순에 빠지게 되

며, 사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해야 객 인 사 , 사후 

향평가의 차이(원인)를 비교할 수 있음.

- 평가방식은 동일해야 하며, 상이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 

되며, 객 성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 만일 사 평가방법보다 사후평

가방법이 개선된 방법이라면, 사후평가방법론으로 사 , 사후를 동시에 

평가해서 비교해야 할 것임.

○ 평가에 있어서 FTA 발효 이후 세하락  TRQ 증량이 포함된 베이스라인

(실제치)과 FTA가 반 되지 않은 시나리오(가정)의 수   가격 망치를 

이용하여 FTA의 경제  향평가를 시도해야 됨. 

- 일부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FTA 발효 이 과 발효 이후의 수입량  가

격비교는 사실상 정확한 향평가가 될 수 없음. FTA 발효 이후 설령 수

입량이 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출국의 수 상황변화로 수입단

가가 상승하거나, 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며, 세율 하

락효과는 될 수가 없음. 

- 한, 어느 특정 상 국 FTA로 인한 세인하  TRQ 증량에 한 사후 

평가이므로, 특정 상 국의 품목별 세율  TRQ만의 향분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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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분석> <동태분석>

하므로, 시나리오는 FTA 발효시 에서부터 특정 상 국의 품목별 세

율  TRQ과 FTA 발효이 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시뮬 이션을 해

야 함.

○ FTA 발효 이후, 기존 생산액 변화의 사후  향평가는 상 으로 정태분석 

추정결과가 동태분석 추정결과보다 편의(bais)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 정태분석(static analysis)은 매년 실제 값에 탄성치를 이용하여 세인하

효과를 각각 독립 으로 계측한 반면, 동태분석(dynamic analysis)은 

기 연도의 세인하효과 값이 차기 연도의 기  값이 되고 여기에 해당 

연도의 세인하효과가 추가되어 향을 미치는 분석방법을 의미함. 따

라서 FTA 사후 향평가 시 상 으로 정태분석 추정결과가 동태분석 

추정결과보다 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태분석방법이 각 연도별 효과만 분석하며, 생

산  소비 체 효과를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그림 3-1.  정태분석  동태분석의 분석방법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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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향평가에 있어서는 FTA 발효 이후 세율 하락  TRQ 증량에 따

른 경제  향평가와 정부의 국내보완 책평가를 구분하여야 함. 

- 베이스라인(실제치)에 이미 정부의 국내보완 책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향평가는 베이스라인 비 FTA 발효이후 세율하락 

 TRQ 증량에 한 효과만 분석하면 됨.

- 정부의 국내보완 책평가는 베이스라인(실제치) 비 정부의 국내보완

책이 없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효과분석을 계측함.

○ 이상에서의 농업부문 련 모형별 장 을 상호 보완할 경우, 부분균형분석

과 일반균형분석의 장 을 보완한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KASMO는 품목

별 수   가격변화를 분석하여 피해액을 계측할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체에 한 소득  피해액도 계측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그러나 주요 

무역상 국에 한 환류효과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음. 일

반균형모형인 CGE는 농업에서 원하는 세부 품목별 피해액을 계측할 수 없

고, 구체 인 품목별 세철폐일정을 정확하게 모형에 반 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으나, 농업부분과 타 산업간의 연  계 분석이 용이하며, 거시경

제  향과 고용량에 한 향도 분석이 가능함. 산업연 분석은 단독으

로 FTA로 인한 직 인 향평가를 할 수 없으나, 부분균형모형에서 도출

된 결과 값을 이용하여 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한 연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따라서, KREI-KASMO, CGE모형, 산업연 분석은 모형별로 장 과 단 , 

그리고 각 모형이 가지는 특성이 상이하므로 특정 모형을 단독으로 활용한 

FTA 향평가보다는 분석모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보완  활용이 바람직

한 것으로 단됨. 

- 기타 단순 부분균형모형과 균형 체모형(EDM)은 에서 언 된 KASMO 

모형과 일반균형모형 CGE, 산업연 분석보다 장 보다는 단 이 많아 기 

체결 FTA 향평가 표 방법론 모색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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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의 세부 품목에 한 자세한 FTA 향 분석이 주목 이기 때문

에 KREI-KASMO를 주 분석모형으로 활용하되, 후방 연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보완 분석 수단으로 산업연 분석모형을 활

용할 수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향분석효과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과 병행할 수 있음.

- 특히, 세부 품목에 한 자세한 FTA 향 분석이 주 목 이기 FTA 

발효이후, 주요 무역상 국에 한 환류효과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미국 FAPRI  USDA/ERS와 OECD/FAO와 

같이 국제농업모형 개발을 통해 KREI-KASMO와 연계하는 모형개발 

로젝트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3. KASMO를 활용한 기 체결 FTA영향평가 방법론

○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알아본 모형들은 재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시

경제지표 등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 측을 통해 사 으로 특정 

FTA의 경제  향평가를 하는 모형으로, 사후  FTA의 경제  향평가

방식과는 다소 차이 이 있음. 이미 실행된 기 체결 FTA 사후 향평가를 

해서는 재의 실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특정 FTA의 세철폐  TRQ증량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향분석 시뮬

이션을 하기 때문임.

- 특정 FTA 향평가라 하면, 컨  한･미 FTA 사후 향평가를 해

서는 한･EU, 한･ 연방, 한･  FTA 등 기존 FTA는 베이스라인에 포

함되며, 한･미 FTA의 세율 하락과 TRQ 증량만을 효과 분석함을 의

미함.

○ 따라서, 사후  FTA 경제  향평가를 해서는 기존의 KASMO를 몇 가

지 측면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가 특정 FTA의 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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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증량이 없을 경우, 즉 특정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만의 FTA 

향분석을 한 계측방법이며, 두 번째가 이를 한 모형구조변환임.

○ 첫 번째, 특정 FTA의 세철폐  TRQ 증량이 없을 경우, FTA 경제  

향분석을 한 계측방법은 1) 분석시   분석기간, 2) 향평가방향, 3) 

모형의 단일 행태방정식에 포함된 오차항의 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분석시   분석기간은 FTA 발효시 을 시작 으로 하되, 이행 기간을 분

석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음. 분석기간은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에 따라 FTA 발효 이후 5년마다 평가할 수 있음. 

○ 향평가방향은 모형구조에 따라 마지막 시행시 에서 FTA 발효시 으로 

역 계측하는 방법과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으로 계측하는 방

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흔히들 후자를 선택하여 분석함. 따라서 FTA 발

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실제치가 베이스라인이 되며, 시나리오

를 용한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시뮬 이션 값, 즉, 

망치가 시나리오 결과 값이 되며, 이 두 결과 값의 차이(베이스라인 - 시

나리오)가 특정 FTA의 향평가 값이 됨. 컨  생산액을 상으로 비교

할 경우, 베이스라인(FTA 체결)의 생산액에서 시나리오(FAT 미체결)의 생

산액을 차감하면 그 결과가 특정 FTA의 향평가결과로 생산피해액이 됨.

○ 모형의 단일 행태방정식(single behavior equation)에 포함된 오차항의 용

은 특정 FTA의 세철폐  TRQ 증량이 없을 경우, FTA 경제  향분석

을 한 계측방법의 핵심기법임.

○ 사후 향평가에서 모형에서 사용하는 행태방정식별 탄성치를 이용하여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측(forward forecasting)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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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실제 값()과 측치()를 비교한다면 오차( )가 발생

되는데, 각 행태방정식별 오차항()을 각 행태방정식에 용하여 사후 

FTA 경제  향분석(시뮬 이션)을 계측해야 함. 오차항()의 존재는 각 

행태방정식별 주요 설명변수이외 다른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결과이며, 오

차항이 (0)이면, 사실상 항등식이 됨. 따라서 단일 행태방정식(single be-

havior equation)에 포함된 오차항()을 용한 시나리오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음.

1)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측(forward forecasting)을 

하 을 때, 각 행태방정식별 실제값()과 측치()를 비교하여 오차

( )항 계산

2) 특정 FTA의 시나리오(FTA 미체결)를 시뮬 이션을 할 경우, 모든 행태

방정식의 시나리오 추정치()에 오차항()을 더하여 계산. 단, 시나리

오는 특정 FTA 국가의 세율과 TRQ는 발효이 의 수 으로 고정 

3) 향평가는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  )의 차이

○ 반면, 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과 균형 체모형인 EDM 모형 등 추정된 

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행태방정식 각각의 계수 값(탄성치)만을 외생으로 

이용하여 분석하는 일종의 Synthetic 모형들은 각 방정식에서 탄성치를 추

정할 때 발생되었던 오차항( )이 반 되어 있지 않아, 상 으로 

사후 측오차(error in backward forecasting)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사후 

향분석에 활용함에 있어 매우 제한 이며, 이 오차항( )을 무시할 

경우, 각각의 측오차가 더해져 실제 값과 거리가 먼 추정 값을 도출할 수 

있어 사후 향평가 결과 값이 편의를 가짐.

○ 다음으로 객 이며 정확한 사후 향평가를 한 모형구조변환이 필요함. 

기존 KASMO를 수정･보완하여 기 체결 FTA 향평가를 하기 한 모형구

조변환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가 KASMO의 수입수요함수를 FTA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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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 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국제 농업무역모형을 개발임. 

마지막으로 수정된 KASMO에 국제농업무역모형을 결합하는 방안임.

○ 기존 KASMO의 수입수요함수를 FTA 체결국 기 으로 세분화하고 분리방

안은 사  FTA 향평가와 달리 더욱 세 하게 모형화해야 할 부분으로, 

이는 개별 FTA 사후 향분석을 보다 정확히 하기 함임.

- 재 KASMO 모형은 품목별, 용도별 주요 국가의 수입수요함수가 분리

되어 운 되고 있으나, 데이터 확보  모형추정의 어려움으로 주요 국

가 이외의 국가는 기타국가로 구분하여 수입수요함수를 운 하고 있음. 

- 사  FTA 향평가에서는 기타국가의 수입수요함수의 각 탄성치(국내

가격, 기타국가의 수입가격, 경쟁국의 수입가격 등)와 수입 유율을 이

용하여 GSIM 모형에서 사용되는 계산법으로 기타국가별 탄성치를 계산

하여 사  FTA 향평가에 사용하 음. 이 방법은 기존 국제무역모형에

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임.  

- 사후 향평가를 해서 기존 KASMO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국가에서 

기 체결 FTA국가별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데이터 확보  모형추정의 어려움이 있어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방법(GSIM 계산법)을 이용하여 기 체결 FTA국가별 수입수요함수를 구

축함.

○ 국제 농업무역모형 개발은 기존 KASMO의 주요 무역상 국에 한 환류효

과(feedback effects)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함임. 

- 특히, 세부 품목에 한 자세한 FTA 향 분석이 주 목 이나 FTA 

발효 이후, 주요 무역상 국에 한 환류효과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미국 FAPRI  USDA/ERS와 OECD/FAO와 

같이 국제농업모형 개발을 통해 KREI-KASMO와 연계하는 모형개발 

로젝트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실상,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국제농업무역모형개발을 시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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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님. 2012년 농업 측센터에 국제곡물 측 이 창설되면서 , 

옥수수, 콩,  등 세계 주요 곡물  유지류 수  망을 해 2012년 

한국농 경제연구원(KREI)과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가 국제

곡물 수  망  정책시뮬 이션을 해 World GEM-LOCS 2012 

(Grains Econometric Model including Livestock, Oilseeds, Cotton and 

Sugar)을 공동 개발하 고, GEM-LOCS 모형을 이용하여 재, 농업 망 

 국제곡물 측보에 활용하고 있음.

- KREI World GEM-LOCS 2012는 품목 상호 간에 생산, 소비 체로 연결

되어있는 계량경제학  연립방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

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범 는 곡물류( , 옥수수, 보리, 수수, )와 유

지류(콩, 유채, 해바라기), 축산물(육우, 양돈, 육계, 낙농), 면화, 설탕 품

목을 포함하고 있음. 한 국가범 는 15개 국가와 지역그룹으로 구성하

여 세계  국가별 수 과 가격 망치를 생성함.

- 재, KASMO와 GEM-LOCS은 상호 호완이 가능하고, 환류효과를 해 

상호 간 연결이 되어 있으며, 필요 시 분리하여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채소류와 과일류 등 국제무역모형을 추가 개발한다면, KASMO의 근본

 환류효과에 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기존 KASMO의 수입수요함수를 FTA 체결국 기 으로 세분화하여 수정된 

KASMO에 세계 채소류와 과일류모형 등을 추가 개발하고, 여기에 수정･보

완된 GEM-LOCS의 국제 농업무역모형을 결합하여 구축될 새로운 기 체결 

FTA 사후 향평가모형은 농업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 형태로 활용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외 정책 시뮬 이션도 가능해 질 것으로 

단됨. 한 농업의 후방연 분석은 새로 구축된 모형에서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산업연 분석을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다만, 일반균형모형에서 추구하는 모든 산업  시장의 환류효과는 장

기 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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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전 및 사후 FTA 영향평가 결과 비교 시 유의점

○ 실제 FTA 사   사후 향평가 결과를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이한 결과 값( 향평가 결과)이 도출될 수 있으며, 사   사후 향평가

결과가 상이하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보고서에 설명해야 함.

○ FTA 사 평가에 있어서, 특히 부분균형모형에서는 기본 으로 환율, 국제

유가, GDP 성장률,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한 가정을 외부 연구기 의 망치를 사용하여 모형에 투여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FTA 향평가를 함.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지표의 가

정은 변화할 수 있음. 즉, 10년  FTA 사 향평가 당시의 거시지표 가정

( 망치)과 10년 후 FTA 사후 향평가 시의 거시경제의 실제 값은 상이할 

수 밖에 없음. 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망치와 실제치

의 괴리는 존재함.

- 환율변동은 수출입량에 향을 미치며,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 요소(투

입재)시장의 가격변동을 유발함. GDP 성장률  물가지수는 소비에 

향을 미쳐 국내가격변동의 원인됨. 국제유가는 투입재 등 농산물 요소시

장의 가격변동을 유발하여 경 비 변동의 원인이 됨. 따라서 거시경제지

표의 변동은 품목별 농산물 수 구조  가격을 변화시킴.

○ 존하는 FTA 사  향평가모형은 일종의 고정 라미터 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평가는 단일 행태방정식의 주요 변수별 라미터 값에 의존하

게 됨. 따라서 연구기 별 향평가 모형을 매년 수정･보완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모형에 포함된 라미터 값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어, 사   

사후 평가 시의 라미터 값이 상이할 수 있음. 이에 한 실 인 설명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실에 있어서의 문제 은 모형이 발 되면서 과거 분석에 사용된 라

미터 값을 알 수 없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한 실 인 

설명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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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균형모형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입단가는 외부연구기 의 망치를 

외생으로 사용하여 환류효과(feedback effects)를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근본 으로 존재하여, FTA에 따른 수출국의 수 상황 변화로 인한 수입단

가변화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농업에 국한된 국제모형

이나 일반균형모형도 이러한 부분을 이론상으로 해결하여, FTA에 따른 수

출국의 수 상황 변화로 인한 수입단가변화를 모형에 반 하더라도 망치

일뿐 실제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수출국의 수 상황 변화로 인한 수입단가변화로 FTA 사   사

후 향평가가 상이할 수 있음.

- 수출국의 수 상황변화에는 질병, 가뭄 등 기상이변도 포함됨.

○ 모형에서 측할 수 없는 질병,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국내 수 상황 변

화  가격변화도 수출입량의 변동을 야기함. 따라서 사   사후 향평가 

결과를 비교할 경우, 상이한 결과 값( 향평가 결과)이 도출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미래정책변화 상황을 반 하지 못한, 사 평가시 에서의 국내 

FTA 체결국 변화임. 사  FTA 향평가 계측 시에는 정부가 추진한 기 체

결 FTA 국가를 기본으로 새로 체결될 특정 FTA 향분석을 실시하게 됨. 

따라서 향후 추진될 특정 FTA는 고려될 수가 없음. 

- 를 들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상

호 무역창출효과  무역 환효과를 고려했을지라도, 그 당시의 FTA 효

과분석에는 2016년에 발효될 한･ 연방 FTA와 한･  FTA, 한･베트남 

FTA 등을 고려하지 않아, 2016년 이후 변화될 무역창출  무역 환효

과를 반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사 향평가 결과와 사후 향

평가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함.

○ 정부의 FTA 보완 책정책 시행도 사 향평가 결과와 사후 향평가 결과

의 차이가 존재하게 하는 원인임. 정부는 한･칠  FTA 때부터 FTA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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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의 확 에 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 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 으로 국내보완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2014년 

동안 농업분야 FTA 보완 책에 배정된 투융자 산은 17조 4,773억 원이

며, 2014년까지의 집행실 은 14조 8,888억 원임.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수

  가격구조를 변화시켰음.

○ 따라서 사   사후 FTA 향평가 결과 값, 피해액이 반드시 비슷한 수

의 결과 값이 계측될 필요성은 없으며, 그 차이에 한 객 인 설명이 보

고서에 포함되면 될 것임.

- 거시경제 가정  망치와 실제치의 차이, 국내  수출국의 수 변화

의 발생원인  수입단가 변동원인, 사 평가시 에서의 국내 FTA 체결

국 변화 등 

- FTA 사 향평가가 사후 향평가보다 은 피해액이 계측되어도 이는 

사 향평가가 과소 추정된 것이 아니며, 반 로 사후 향평가보다 더 

큰 피해액이 계측되어도 이는 사 향평가가 과  추정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해서, 그 원인이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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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추진 인 국내보완 책 평가 방안 

2.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8

○ 정부는 한･칠  FTA를 계기로 시장개방 확 에 응하여 농어업인 등의 피

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목 으로 국내보완 책 수립

-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  FTA의 국내 책으로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정

- 정부는 이 법에 기 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FTA 기 으로 조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투융자 사업 

실시

○ 한･미 FTA 이행에 앞서 주요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해 추진이 필요

한 사업에 해 2008년 이후 산을 편성하여 집행하 음.

- 이후, 한･EU FTA로 피해가 집 될 것으로 상되는 축산분야 책을 보

완하고, 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에 비하여 축산분야와 일

부 곡물분야 국내보완 책을 보완하는 등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 책의 세부사업에 배

정된 투융자 산은 17조 4,777억 원이었으며, 2014년까지 실제 정부가 

집행한 실 은 14조 8,849억 원9

8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는 박준기 외(2015). �2014년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를 재

정리함.

9 FTA 투융자 예산과 실적에는 정부의 재정 외에도 이차보전으로 투입된 농협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이

차보전으로는 2008~2014년에 예산으로 배정된 2조 7,799억 원 중에서 1조 9,266억 원이 ‘축사시설

현대화(이차보전 융자)’, ‘우수후계농업인경영추가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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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  FTA 국내보완 책은 시설 화, 규모화, 직불제, 기술개발, 

인력교육 등 7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 음. 

2.2. FTA 국내보완대책 영향 구분

○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보 과 경쟁력 강화를 해 추진되고 있

는 FTA 국내보완 책의 각 세부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국내 시장(수   

가격)에 향을 미치고 각각의 향은 궁극 으로 국내 농업생산액  농업

소득 증 에 기여함.

- FTA 국내보완 책의 분류는 목 , 분야, 품목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향을 기 으로 

분류

○ FTA 국내보완 책의 77개 세부사업의 향은 크게 7개 부문으로 구분 가

능. 생산분야의 ① 생산성 향상(단 면 당 수확량증   품질향상), ② 생

산비 감, 수요분야의 ③ 국내수요 진, ④ 수출수요 창출, ⑤ 유통구조개

선, ⑥ 소득보 , ⑦ 기타로 구분 가능함. 단, 부분의 세부사업은 한 가지 

분야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 복합  향을 

미침.

- 생산 분야는 단수 증가,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 부문과 규모 

증   신규진입, 장비지원 등을 지원하는 생산비 부문으로 구분

- 수요 분야는 소비홍보, 랜드 육성을 통한 국내수요 부문과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수요 부문으로 구분

- 기타 분야는 농업의 장기발   기반조성, R&D, 교육, 수 조  그리고 

기타 필수 시행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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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TA 국내보완 책의 체계도

2.2.1. 생산성 향상 

○ FTA 국내보완 책  생산단수 증가, 품질 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향을 

미치는 10개 사업 

- 기타 분야의 향을 제외하고 생산성 향상 부문에 주로 향을 미치는 

사업(3개)으로 ‘원원종  원종 생산’, ‘가축개량지원’, ‘과수우량묘목생

산’ 사업

-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감(규모화 포함)에 향을 미치는 사업(5개)으로 

‘축사시설 화’, ‘과수고품질시설 화’, ‘과실 문생산단지기반조성’, 

‘종축장 문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

- 생산성 향상과 국내외 수요 창출에 향을 미치는 사업(1개)으로 ‘시설원

농산물품질개선’ 사업

-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감 그리고 유통개선에 복합 으로 향을 미치

는 사업(1개)으로 ‘인삼생산유통시설 화’ 사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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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생산성 향상 분야 사업

2.2.2. 생산비 감(규모화 포함)10

○ 규모화, 계열화, 생산비 직  지원 등 농가 생산비 감에 향을 미치는 12

개 사업

- 생산비 감에 주로 향을 미치는 사업(5개)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

화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과원규모화’, ‘농기

계임 ’ 사업

- 생산비 감과 국내수요 창출에 향을 미치는 사업(2개)으로 ‘가공원료

유지원’, ‘원유수 안정’ 사업

- 생산비 감과 유통개선에 향을 미치는 사업(1개)으로 ‘가축  계란 

수송특장차량 지원’ 사업

- 생산비 감과 소득보 에 향을 미치는 사업(2개)으로 ‘농지매입비축’, 

‘경 이양직불’ 사업

10 생산성 향상과 복합적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제시되었던 6개 사업(축사시설현대화,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종축장전문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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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 감과 국내수요 창출 그리고 유통개선에 향을 미치는 사업(2

개)으로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축산경 종합자 지원’ 사업이 있음.

그림 3-4.  생산비 감 분야 사업

2.2.3. 국내수요 진11

○ 홍보 마 , 랜드화 등 국내수요 진에 향을 미치는 6개 사업

- 국내수요 진에 주로 향을 미치는 사업(3개)으로 ‘축산자조 ’, ‘국가

인증농식품지원’, ‘축산물이력제’ 사업

11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규모화 포함)과 복합적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제시되었던 5개 사업(시

설원예농산물품질개선, 축산경영종합자금, 인삼약용작물계열화, 가공원료유지원, 원유수급안정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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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수요 진과 유통개선에 향을 미치는 사업(3개)으로 ‘농산물 랜

드’, ‘밭작물 랜드’, ‘과실 랜드육성지원’ 사업이 있음.

그림 3-5.  국내수요 진 분야 사업

2.2.4. 수출수요 창출12

○ 해외시장 조사  마 , 수출지원 등 수출수요 창출에 향을 미치는 4개 

사업

- 수출수요 창출에 주로 향을 미치는 사업(3개)으로 ‘한식세계화’, ‘해외

시장개척지원’, ‘ 로벌 K-Food 로젝트’ 사업

- 수출수요 창출과 유통개선에 향을 미치는 사업(1개)으로 ‘농식품시설

화(돼지고기수출작업장)’ 사업이 있음.

그림 3-6.  수출수요창출 분야 사업

12 생산성 향상과 복합적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제시되었던 1개 사업(시설원예농산물품질개선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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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유통개선13

○ 유통센터  물류센터 건립 지원, 유통활성화 지원 등 유통개선에 향을 

미치는 7개 사업

- 유통개선에 주로 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송아지경매시설 화’, ‘농업자 이

차보 ’, ‘과수거 산지유통센터건설’, ‘ 온유통체계구축’, ‘콩유통종합

처리장’ 사업이 있음.

그림 3-7.  유통개선 분야 사업

2.2.6. 농가 소득보 14

○ 직 지불제, 연  등 농가 소득에 직  향을 미치는 8개 사업

- 농가 소득보 에 직  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피해보 직불제’, ‘폐업

지원제’,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의 ‘친환경농업직 지불제(유기, 무항생

제)’, ‘농업재해보험’,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지연 ’이 있음.

13 생산비 절감(규모화 포함), 국내수요 촉진, 수출수요 창출과 복합적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제시되

었던 7개 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인삼약용작물계열화,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농산물브랜드

육성, 밭작물브랜드,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 제외 

14 생산비 절감(규모화 포함)과 복합적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제시되었던 2개 사업(농지매입비축, 경

영이양직불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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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소득보  분야 사업

2.2.7. 기타(농업의 장기발   기반조성, R&D, 교육, 수 조  등)

○ 특정 부문(수요, 공 , 유통, 소득 등)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

만 농업의 장기 인 경쟁력 강화를 해 추진되고 있는 인력 육성, 교육, 

R&D, 농업기반 구축, 질병 응 등 30개 사업

- 기타 부문의 30개 사업 외 앞서 언 되었던 부분의 사업은 농업의 기

반조성  장기발  등과 연계되어 복합  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3-9.  농업의 장기발   기반조성, R&D, 교육, 수 조  등 분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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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TA 국내보완대책 영향 분석

○ 정부는 2014년 FTA 국내보완 책을 정책목   사업 내용에 따라 5개 분

야, 18개 사업군, 77개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등을 상으로 지원함.

○ 정부의 정책목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시행되고 있는 FTA 국내보완

책을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향을 기반으로 재분류하여 평가함.

- FTA 국내보완 책의 향은 크게 수요와 공  그리고 소득에 향을 미

치고 궁극 으로 농업생산액  농업소득에 기여함.

○ 정부의 농어업인 등에 한 FTA 국내보완 책평가 방안은 미시 으로 정부 

사업 수혜농가의 생산액  소득증가를 유발시킨 것으로 평가되나, 정부정

책에 따른 효과를 사업별, 품목별, 농업 체에 해 계량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부사업별로 생산비(경 비), 매가격, 생산성 향상 등에 미치는 

요인  인과 계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특정 라미터 값을 계측하여야, 

정부정책을 통한 우리농업의 구조변화 등 거시 인 정부정책평가가 가능

하며, 정부의 투융자 액의 효율성(경제평가)을 제고할 수 있음.

○ 정부의 FTA 국내보완 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업생산액  농업

소득증가를 목표로 총 77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의 향은 크게 7개 

부문으로 구분 가능. 생산분야의 ① 생산성 향상(단 면 당 수확량증   

품질향상), ② 생산비 감, 수요분야의 ③ 국내수요 진, ④ 수출수요 창출, 

⑤ 유통구조개선, ⑥ 소득보 , ⑦ 기타임.

- 와 같이 분류될 경우, 생산성 향상은 단수방정식에, 품질향상은 수요증

가로 매가격에, 생산비 감은 소득증가로 이어져 공 함수에, 국내수

요 진은 수요함수에, 수출수요 창출은 수출함수에, 유통구조개선은 거

래비용감소로 매가격에, 소득보 은 공 함수에 정책변수 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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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값이 포함되도록 모형을 재구성해야 함.

- 한 투융자 액  수혜농가의 면 ･사육마리 수  생산량이 비율을 

고려함.

○ 를 들어, 품목에 한 국내보완 책이 모형에 포함될 경우, 정책변수인 

를 포함하거나, 가격에 향을 주는 특정 라미터 값()을 가격변

수의 라미터에 더하여 구성할 수 있는 수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음. 즉 수요측면의 정책변화는 수요 자체를 증 시킬 수 있으며, 수

요에 한 가격 탄성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음. 이는 수출수요 창출도 비슷

한 형식의 모형 행태방정식을 통해 수출증  정책에 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where, :  품목의 수요함수

       :  품목의 자체가격

       :  품목의 체･보완재가격

       :  품목에 한 수요측면의 정책

       : 소득변수

○ 수요측면과 마찬가지로 공 측면에서의 국내보완 책이 모형에 포함될 경

우, 특정 정책변수인 를 포함하거나, 생산비 는 경 비 감, 소득보

은 품목별 공 함수 는 재배면 함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모형을 구성할 

수 있음. 공 함수 는 재배면 반응함수의 주요 설명변수는 기 순수익과 

생산 체재의 기 순수익을 사용하고 있어, 소득보 정책과 생산비 는 

경 비 감 정책을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음. 한 생산성 향상은 품목

별 단수방정식에 정책변수를 포함여 모형을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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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

보조금
농판가격×단수 

경영비

보조금
농판가격×단수 

 

주: 하첨자   는 품목을 의미함.

○ 결국, FTA 국내보완 책의 각 세부사업들은 수요･공 에 향을 미치고 이

로 인해 농업생산액  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나, 각 정책 사업의 정책요인별 

라미터( ) 추정에는 통계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 FTA 국내보완 책의 향을 계량화하기 힘든 원인은 아래와 같음. 

- 특정 세부사업이 특정 품목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지 않아 개별 품목의 

수 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이 생산과 소비, 생산과 소득, 소비와 소득 등 동

시에 향을 미치는 경우, 각각의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움.

- 한, 유통개선, 장기발 , 농업기반, R&D 등이 실제 농업소득에 미치는 

향을 계측하기 힘들고, 이들과 생산, 소비 등이 복합  향을 미치는 

경우 그 효과를 구분하거나 배제할 수 없음.

- 특정 사업  사업 분류별 투융자액을 기 로 투융자 액과 농업생산액

의 인과 계를 분석할 수도 있으나, 사업의 시행기간이 짧고, 변경･통합, 

일몰 등의 이유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 재 피해보 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

제 등과 같은 직  소득보 제도의 효과는 추정이 가능하며, 이미 

KASMO에 정책변수로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정부정책을 

거시모형에 투여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과 련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

족한 상황이며, 향후 이와 련된 연구가 필요함.

- 재 KASMO 모형은 품목별 재배면 반응함수에 정부의 소득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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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기재배면 , 기

순수익과 생산 체재의 기 순수익을 사용하며, 기 순수익은 응  

기 가설을 기본으로 하여 기가격에 정책보조를 포함하고, 여기에 기

단수를 곱하 고, 경 비를 포함함. 경 비는 농가의 생산의향결정 시 

요한 요소 의 하나로 생산비는 작물의 재배의향면  는 축종의 입

식의사결정에 향을 .


   

경영비

보조금
농판가격×단수 

경영비

보조금
농판가격×단수 

주: 하첨자   는 품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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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결 론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 고, 2015년 5월 

재 11건이 발효되었음. 단기간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 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농업부문의 향에 한 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한 FTA 이행

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농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등

장하게 될 것이며, 기 체결 FT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향을 

종합 으로 평가할 시 임. 

○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 이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 원회에 보고하도록 되

어 있으며, ｢통상조약의 체결 차  이행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

거하여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주기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하

도록 하고, 필요 시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 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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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보다 객 인 평가방법론 는 

사후 향평가 모형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이 연구는 FTA 사후 향평가모형 개발의 이론  근거와 방법론에 한 기

연구로 향후 FTA 사후 향평가모형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데 그 목 이 있음.

○ 모형 련 선행연구 검토결과, 농업부문 련 모형별 장 을 상호 보완할 

경우,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의 장 을 보완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의 KASMO는 품목별 수   가격변화를 분석하여 피해액을 계측할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체에 한 소득  피해액도 계측할 수 있는 장 이 있

으나, 주요 무역상 국에 한 환류효과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음. 일반균형모형인 CGE는 농업에서 원하는 세부 품목별 피해액을 계

측할 수 없고, 구체 인 품목별 세철폐일정을 정확하게 모형에 반 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으나, 농업부문과 타 산업 간의 연  계 분석이 용이

하며, 거시경제  향과 고용량에 한 향도 분석이 가능함. 산업연 분

석은 단독으로 FTA로 인한 직 인 향평가를 할 수 없으나, 부분균형모

형에서 도출된 결과 값을 이용하여 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한 연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장 요한 것은 평가에 활용할 주 분석모

형이 한국농업과 품목별 특성과 상황을 잘 반 하고 있어야 함.

○ 농축산물의 세부 품목에 한 자세한 FTA 향 분석이 주 목 이기 때

문에 KREI-KASMO를 주 분석모형으로 활용하되, 후방 연  산업에 미치

는 효과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보완 분석 수단으로 산업연 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향분석효과도 동시에 고려

할 경우에는 일반균형모형인 CGE 모형과 병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후  FTA 경제  향평가를 해서는 기존의 KASMO를 몇 가

지 측면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가 특정 FTA의 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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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증량이 없을 경우의 FTA 사후 향분석을 한 계측방법이며, 두 번

째가 이를 한 모형구조변환임.

○ 첫 번째, 사후 FTA 경제  향분석을 한 계측방법은 1) 분석시   분

석기간, 2) 향평가방향, 3) 모형의 단일 행태방정식에 포함된 오차항의 

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분석시   분석기간은 FTA 발효시 을 시작 으로 하되, 이행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향평가방향은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

시 으로 계측하는 방법으로,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실

제치가 베이스라인이 되며, 시나리오를 용한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

행시 까지의 시뮬 이션 망치가 시나리오 결과 값이 됨. 따라서 이 두 결

과 값의 차이(베이스라인 - 시나리오)가 특정 FTA의 향평가 값이 됨. 

○ 모형의 단일 행태방정식(single behavior equation)에 포함된 오차항의 용

은 특정 FTA의 세철폐  TRQ 증량이 없을 경우, FTA 경제  향분석

을 한 계측방법의 핵심기법이며, 사후 향평가에서 모형에서 사용하는 

행태방정식별 탄성치를 이용하여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

의 측(forward forecasting)을 하 을 때, 실제 값()과 측치()를 비교

한다면 오차( )가 발생되는데, 각 행태방정식별 오차항()을 각 

행태방정식에 용하여 사후 FTA 경제  향분석(시뮬 이션)을 계측해

야 함. 사실상 오차항()의 존재는 각 행태방정식별 주요 설명변수이외 다

른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결과이며, 오차항이 (0)이면, 사실상 항등식이 

됨. 따라서 단일 행태방정식(single behavior equation)에 포함된 오차항()

을 용한 시나리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1) FTA 발효시 에서 마지막 시행시 까지의 측(forward forecasting)

을 하 을 때, 각 행태방정식별 실제 값()과 측치()를 비교하여 오

차( )항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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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 FTA의 시나리오(FTA 미체결)를 시뮬 이션을 할 경우, 모든 행

태방정식의 시나리오 추정치()에 오차항()을 더하여 계산. 단, 시나

리오는 특정 FTA 국가의 세율과 TRQ는 발효 이 의 수 으로 고정 

- 3) 향평가는 베이스라인 ()와 시나리오 (  )의 차이

○ 다음으로 객 이며 정확한 사후 향평가를 한 모형구조변환가 필요함. 

기존 KASMO를 수정･보완하여 기 체결 FTA 향평가를 한 모형구조변

환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가 KASMO의 수입수요함수를 FTA 체결국 

기 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국제 농업무역모형을 개발임. 마지

막으로 수정된 KASMO에 국제농업무역모형을 결합하는 방안임.

○ 재 KASMO 모형은 품목별, 용도별 주요 국가의 수입수요함수가 분리되

어 운 되고 있으나, 데이터 확보  모형추정의 어려움으로 주요 국가 이

외의 국가는 기타국가로 구분하여 수입수요함수를 운 하고 있음. 사  

FTA 향평가에서는 기타국가의 수입수요함수의 각 탄성치(국내가격, 기

타국가의 수입가격, 경쟁국의 수입가격 등)와 수입 유율을 이용하여 

GSIM 모형에서 사용되는 계산법으로 기타국가별 탄성치를 계산하여 사  

FTA 향평가에 사용하 음. 사후 향평가를 해서 기존 KASMO에 포

함되어 있는 기타국가에서 기 체결 FTA국가별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데이터 확보  모형추정의 어려움이 있어 추정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방법(GSIM 계산법)을 이용하여 기 체결 FTA국

가별 수입수요함수를 구축함.

○ 국제 농업무역모형 개발은 기존 KASMO의 주요 무역상 국에 한 환류효

과(feedback effects)를 모형에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함임. 

특히, 미국 FAPRI  USDA/ERS와 OECD/FAO와 같이 국제농업모형 개발

을 통해 KREI-KASMO와 연계하는 모형개발 로젝트를 시도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 사실상,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국제농업무역모형개발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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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은 아니며, 2012년 농업 측센터에 국제곡물 측 이 창설되면

서, 2012년 한국농 경제연구원(KREI)과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

가 국제곡물 수  망  정책시뮬 이션을 해 World GEM-LOCS 2012 

(Grains Econometric Model including Livestock, Oilseeds, Cotton and 

Sugar)을 공동 개발하 고, GEM-LOCS 모형을 이용하여 재, 농업 망  

국제곡물 측보에 활용하고 있음. KASMO와 GEM-LOCS는 상호 호완이 

가능하며, 환류효과를 해 상호 간 연결이 되어 있고, 필요 시 분리하여 활

용하고 있음. 따라서 채소류와 과일류 등 국제무역모형을 추가 개발한다면, 

KASMO의 근본  환류효과에 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KASMO의 수입수요함수를 FTA 체결국 기 으로 세분화하고, 

세계 채소류와 과일류모형 등을 추가 개발하여 수정･보완된 국제 농업무역

모형(GEM-LOCS)을 KASMO에 결합하여 구축한 기 체결 FTA 사후 향평

가모형은 농업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 형태로 활용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

로 평가되며, 국내외 정책 시뮬 이션도 가능해질 것으로 단됨. 한 농업

의 후방연 분석은 새로 구축된 모형에서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산업연

분석을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정부는 2014년 FTA 국내보완 책을 정책목   사업 내용에 따라 5개 분

야, 18개 사업군, 77개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등을 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상 생산, 소비, 기반정비, 유통, 기

술  교육지원, 수출 등 포 이고, 체계화된 사업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

부의 농어업인 등에 한 FTA 국내보완 책평가 방안은 미시 으로 수혜농

가의 소득증가를 유발시킨 것으로 평가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소득증  효

과 등을 품목별, 농업 체에 해 계량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사업별로 

생산비, 가격, 단수 등에 미치는 요인  인과 계분석을 통해 특정 라미

터 값을 계측하여야 거시 인 정부정책평가가 가능함. 재 소득보 직불제

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모형에 투여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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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이와 련된 연구가 필요함.

○끝으로, 사   사후 FTA 향평가 결과 비교 시 유의 은 실제 FTA 사  

 사후 향평가 결과를 비교할 경우 피해액 차이가 발생되는데, 피해액이 

반드시 비슷한 수 의 결과 값으로 계측될 필요성은 없으며, 그 차이에 한 

객 인 설명이 보고서에 포함되면 될 것임. 이러한 차이는 첫째, FTA 사

평가에 있어서, 특히 부분균형모형에서는 기본 으로 환율, 국제유가, 

GDP 성장률,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한 가정하 기 때문인데, 거시경제지표는 세계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

문임. 둘째로 모형에 포함된 라미터 값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어, 사

  사후 평가 시의 라미터 값이 상이할 수 있음. 셋째, 모형에서 측할 

수 없는 질병,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국내외 수 상황 변화  가격변화

가 있음. 넷째, 미래정책변화 상황을 반 하지 못한, 사 평가시 에서의 국

내 FTA 체결국 변화로, 향후 추진될 특정 FTA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FTA 체결로 변화될 무역창출  무역 환효과를 반 하지 못하여 사

향평가 결과와 사후 향평가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함. 마지막으로 

정부의 FTA 보완 책정책 시행도 사 향평가 결과와 사후 향평가 결과

의 차이가 존재하게 하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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