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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청과물 도매시장은 전국 각지로부터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규모로 출하되는 다양한 품목을 수집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하여 경쟁적

인 방식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매제도하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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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 왔으며 농산물 시장의 거래체계 확

립뿐만이 아니고 유통질서를 유지․발전시

켜 온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산지에서의 품목의 특정화, 

생산의 규모화, 출하 단위의 대형화로 생산 

집중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거래수입의 장기안정화를 요구하

고 있다. 한편, 대형 할인업체나 대형 수요

처가 등장하고 있는 소비지는 청과물의 안

정적 공급과 품질의 균일화를 요구하고 생

산자나 소비자도 물류비용의 절감을 희망

하고 있다. 이렇게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여 산지와의 직접계약거래, 즉, 시장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발

전에 의하여 POS, EOS를 이용한 주문 수

주, 발주처리, 로지스틱 물류시스템의 진전

이 시장외 거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수집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도

매시장의 물류수집 기능의 약화는 시장의 

경 을 악화시켜 결국에는 도매시장 존립

에 관한 의구심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시장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

는 가운데 도매시장도 물류수집 기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거래제도의 변화에

서 찾고 있다. 즉, 거래제도를 완화하는 방

안으로 비상장거래를 확대하고 기존의 경

매 위주의 가격 결정 방식에서 시장 도매

인 제도를 도입하여 정가 또는 수의 매매

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의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시장도매인 제도

로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은 113개에 달

하며, 거래규모 16만 7000톤, 거래금액 

2,300억 원으로 전체 농산물의 거래 금액 

중 10%를 넘어섰다고 알려지고 있다(원예

산업신문 2006. 5. 3.).

시장도매인 제도는 출하자와 상인이 쌍

방 간에 합의를 통하여 협상 가격을 달성

하여야 하므로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바

탕으로 한 개별 농가의 시장대응 향상과 

산지의 전략적인 시장대응이 필요하다. 왜

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

는 가격 변동을 감소시켜 농산물 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규모화, 연중지속적인 생산체계의 확립, 출

하조직의 육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농가와 산지의 규모가 세

한 구조에서는 도매시장의 가격결정이 경

매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매

제도는 분산된 산지로부터 출하되는 소량

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급을 반 한 신속

한 가격결정을 통하여 소비지에 효율적으

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것은 공정거래 확립이라는 법률적 

근거와 공개성을 원칙으로 운 되기 때문

에 시장외 유통채널에 기준가격을 제시하

는 역할도 병행 해 왔다. 

최근 시장외 유통 증가와 거래제도의 변

화로 인하여 도매시장의 경매제도가 보유

하고 있는 경쟁적 메커니즘을 반 한 신속

한 가격결정, 가격정보 공개 등의 특징이 

손상되어 공정하고 경쟁적인 가격 형성 기

능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

히, 시장도매인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수집

하고 있는 산지정보, 시장정보에 근거하여 

흥정을 하게 되므로 합의 가능한 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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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보의 공개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도

매인 제도의 경쟁적 성격과 공정성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래제도의 변화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향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

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도매시장 거래 제도

를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고 차후 도매시장

의 개혁 과정의 방향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1.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도매시장의 가격에 관한 사

회․경제적 입장에서 거래제도 및 가격결

정이 상장경매에 의한 경쟁적 방식에서 시

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주목하여 

한국과 청과물 유통방식이 유사한 일본을 

사례로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본 중앙 도매시장을 분석 대상으

로 선택한 이유는 시장 도매인제도를 2004

년 개장한 서울 강서 도매시장이 처음으로 

실시하 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구체적

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했다. 또한, 일본은 도

매시장의 거래제도가 1990년대 중반에 ｢위

탁판매․경매가격결정｣에서 ｢위탁판매․일

부매입집하․경매가격결정․일부상대거래｣

로 변화되었고, 중도매인이 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한국의 시장도매인 제도는 일본의 

상대거래와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도매시

장의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관한 논의는 한

국보다 일본에 많이 존재한다. 코우노스

(2004), 후지시마(2003) 등은 일본의 도매

시장 거래제도가 상장경매에서 상대거래로 

변화 한 후, 소비지에 위치하는 도매시장 

가격 위주로 전국적인 가격 평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키구치(2005), 최

병옥(2006)은 거래제도가 변화되었어도 대

도시에 위치한 도매시장 간에는 큰 가격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대도시에 위치한 

도매시장간의 가격 차이가 상대거래를 시

행한 후부터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변화를 분석한 논문

들은 변동계수나 회귀분석 등의 간단한 분

석 방법을 이용하 기 때문에 시장가격 간

의 장단기적 특성을 밝히지 못했으나, 이 

연구는 시계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가격 간의 장단기적 균형관계를 밝히는 것

에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둔다.

도매시장의 가격을 분석하는 이유는 산

지의 농산물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산지와 

도매시장의 거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된다면 도매시장의 가격도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간의 가

격안정성을 유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효율성의 일정범위인 가격효율

성의 평가도 가능하다.1 가격의 평가지표는 

시장정보가 가격에 침투한 정도로 가격효

율성을 3가지로 구분한 파마(Fama)의 약

형효율성에 근거 한다.2

1 藤(1954)는 시장연구를 가격 형성의 장과 상

품유통의 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경제학

과 경 학의 2가지 접근방법에 의해서 정리하

다. 이 연구는 시장을 가격 형성 측면에서 

그 기능을 평가한다.
2 어떤 상품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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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도쿄도(東京都) 9개 중앙도

매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제도 변화가 도매

시장 가격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미쳤는지

를 파악한다. 

둘째, 계측 결과로부터 한국의 농산물 도

매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한국

안정적이어서 시장거래가 안정된다면 시장가격

도 균형가격을 실현하게 된다. 이것을 시간의 

특성으로 파악하면 초단기(일별)의 가격계열은 

수급정보를 반 하여 실시간으로 결정되는 수

급에 관한 균형가격이지만, 단기(주간)의 가격 

변동과 중․장기(월 단위, 계절단위, 년 단위)

의 가격 변동은 수급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변동이다.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균형가격으로 수렴하

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급조정의 시그널로 초

단기, 단기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가격 변동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파마(Fama)가 말하는 

과거의 가격정보는 과거의 수급 불균형이 이번

기의 가격 형성에 대하여 수급 균형을 향한 조

정이 움직이고 있을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즉, 

가격 변동이 항상 균형가격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느 

상품에 대한 시장가격이 균형가격에서 가까운 

가격 변동이라면 가격은 안정적이고 효율적 가

격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파마(Fama, 1976)의 효율적인 시장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반 되어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을 의미하고 이용 가능 정보는 3가지로 분류하

고 있다. 현재의 가격이 1)과거의 가격에 포함

되어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 2)과거 가격

뿐만이 아니고 공표된 모든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 3)비공개 정보(내부정보)도 포함된 모든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의 3가지이다. 1)에 관한 

효율성은 ｢약형효율성｣ 2)에 관한 효율성은 ｢준

약형효율성｣, 3)에 관한 효율성은 ｢강형효율성｣

이다. 약형효율성에 대한 검정은 계열상관 분

석, 시계열 분석, 인과성 분석 등의 검정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시계열분석

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준약

형 효율성에 대한 검정은 잔차 분석이 적용되

고 있고 강형효율성에 관한 검정은 아직 확립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연구는 ｢약형효율

성｣에 근거하여 시계열분석에 의한 검정을 행

한다.

의 도매시장에 거래제도 변화를 위하여 선

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2. 분석 대상과 자료

일본의 중앙 도매시장은 1999년과 2004

년에 도매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매시

장의 효율화를 높이는 운 ․제도 면에서

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중앙 도매

시장법의 개정은 도매시장의 통합․재편과 

거래제도의 규제 완화가 주요골자이다. 거

래제도의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상물분리

를 지향하고,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위

탁판매․경매가격결정｣에서 ｢위탁판매․일

부매입집하․경매가격결정․일부상대매매｣

로 변화 시켜 왔다. 이 배경에는 1980년대

부터 소비지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하여 위

탁판매․일부매입집하․경매가격결정․일

부상대매매가 선호되어졌고 1990년대 중반

부터 상대거래의 비율이 경매비율보다 높

아졌다. 이것을 계기로 거래제도 변화가 법

규에 반 되었던 시기는 1999년과 2004년

이다. 표 1에서는 청과류의 경매비율이 

1990년 64.9%에서 2002년 29.0%까지 급속

하게 감소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청과류의 도매시장 경매비율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시장의 물류수집 기능

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 표2에서 

2003년을 기준으로 시장 경유율을 살펴보

면 야채는 79.2%, 과실은 54.0%로 아직까

지 야채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지방도매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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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은 감소하고 대도시 위주의 중앙도매

시장의 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대

도시의 중앙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지방 도매시장이나, 소매 단계의 대형 슈

퍼, 시장외 거래의 참고가격의 역할로 오늘

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藤島廣二 

2003, 3-14).

분석 대상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은 츠

키지(築地), 오타(大田), 기타아다치(北足

立), 갓사이(葛西), 토시마(豊島), 요도바시

(淀橋), 이타바시(板橋), 세타가야(世田谷), 

타마 뉴타운(多摩ニュ〡タウン)의 9시장이

다. 분석 대상 품목은 노지야채의 대표적인 

품목인 무, 양파, 과채류의 대표적 품목인 

오이, 가지, 토마토, 수박, 멜론을 선택하

다. 품목선택에 있어서 는 데이터의 결여가 

없는 것이 우선시되어 1개월이라도 도매시

장 출하가 없는 것은 제외하고 품종․품질 

구분이 간단한 품목을 우선 선택하 다. 가

격 자료는 도쿄도에서 발행하는 도쿄도 중

앙 도매시장 연보의 월별 가격(kg당 가격)

을 이용했다. 이 가격 데이터는 도쿄도 산

하 9개 중앙 도매시장의 품목별 전체 거래

량을 전체 거래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에 

의한 가격통합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석시

기를 2기로 구분했다. 제1기는 1989년에서 

1995년이고, 제2기는 1996년에서 2002년으

로 각 7년씩이다. 시기구분의 근거는 거래

제도 변화가 법률로 제정된 1999년을 기준

표 1. 일본의 중앙도매시장 경유율과 경매비율의 추이
단위: %

구 분 청과
야채 과실

1989 83.0(67.4) 85.8(70.7) 78.0(64.3)

1990 81.9(64.9) 82.9(67.1) 76.1(63.2)

1991 80.6(62.2) 84.8(64.9) 76.2(59.9)

1992 79.6(59.8) 85.5(62.4) 69.9(57.7)

1993 80.0(58.7) 84.8(60.9) 72.0(56.5)

1994 74.7(58.2) 82.7(60.5) 62.8(56.9)

1995 74.2(55.1) 80.8(57.5) 63.4(53.3)

1996 74.8(52.4) 82.6(54.5) 61.7(50.7)

1997 74.7(50.6) 83.0(52.6) 61.6(48.8)

1998 74.8(49.3) 82.8(51.0) 61.7(47.6)

1999 71.4(46.3) 80.3(48.0) 57.2(44.8)

2000 70.9(34.3) 79.2(35.3) 57.6(33.7)

2001 69.3(29.9) 79.4(30.2) 54.1(30.3)

2002 70.3(28.5) 80.0(28.4) 55.5(29.4)

2003 69.5() 79.2(-) 54.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도매시장실 조사

 * ( ) 안은 경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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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002년 이후

의 품목별 자료를 구할 수 없었고 분석기

간의 적절한 배치를 고려하여 1989년-1995

년을 1기로 1996-2002년을 2기로 하 다. 

3. 분석방법

3.1. 분석 방법의 수순

시계열을 이용하여 시장의 가격통합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통상적으로 시계열

의 정상성과 균형의 존재를 검정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 분석의 순서로는 정상성을 

검정한 후, 장기균형과 장기균형에서 멀어

졌을 때 균형 과정으로 돌아오는 속도를 

계측하는 수순이다. 

이 연구의 분석절차는 Engle and 

Granger(1987)가 제안한 2단계 추정 절차

(Two-Step Estimation Procedure for 

Dynamic Modeling)에 의한다. 구체적으로는 

1) 시계열의 정상성 검정(ADF 단위근 

검정)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속도

조정계수의 추정(VEC모형)에 의한 장

단기의 균형 관계 파악이다.

3.2. 단위근 검정

시계열 데이터에 불안정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기분석을 실시할 경우 변수간

의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R 2가 1에 가깝게 

나타나거나, 추정회기계수의 T통계량이 유

의적으로 나타나는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가 발생할 수 있다. 허구적 회

귀 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제안되고 있으나 이 연구는  DF(Dickey- 

Fuller)검정을 개선한 ADF단위근 검정을 

적용한다.  ADF단위근 검정은 자기상관의 

향을 소거하기 위하여 (1)식부터 (3)식과 

같이 차분추가항(Augmented Term)을 도

입하여 검정하는 것이다. 

(1)∆Yt = γYt− 1 + Σ
i= 1

n

t∆Yt− 1 + t

(2)∆Yt = α+ γYt−1+ Σ
i= 1

n

t∆Yt−1+ t

(3)∆Yt = α+ t+ γYt −1 + Σ
i= 1

n

t∆Yt−1 + t

시차(Lag)는 충분히 큰 시차로부터 1기

씩 감소시켜 가면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C(Schwarz criterion)을 적용

하여 결정하 다.

3.3. 공적분의 개념과 장기균형

원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1차 차분

으로 데이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이 

변수를 I (1 )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시

계열 데이터에는 단위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단위근 문제

는 해결 가능하다. 즉, Y t와 X t가 Random 

Walk이더라도, t = Yt − X t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Y t와 X t가 I (1 )

이 되어도, 이것의 선형결합 t = Yt − X t

도 I (1 )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두 변

수 간에 설정된 함수관계는 두 변수의 선

형결합이 정상적이라면, 장기적으로 일정

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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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적분(Cointegration)과 오차수정

(Vector Error Correction)모형

공적분 검정은 Johanson의 검정법을 이

용하 다. Johanson이 제안한 공적분 검정

의 장점은 3개 이상의 공적분 모형의 파라

미터를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계열 변수간의 모든 공적분 관계

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적분 벡터의 

계수를 알 수도 있다. 또한, 모든 변수를 

내생변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선정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Engle and Granger에 의한 오차

수정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Engle and 

Granger는 2개 시계열변수간에 공적분 관

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보다 VEC모형이 효

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 ∆Yt = α0 + γˆ t−1 + Σ
i= 1

n

( i∆Xt− i )

          + Σ
i = 1

n

(Θ∆Y
t− i
) + ν

t

ˆ t− 1 : 오차수정항으로서 공적분 관계가 존

재 할 때, 전기의 Xt− 1과Yt− 1간의 오

차수정항((ˆ t− 1 = Yt− 1− ˆXt− 1 )

은 ˆ t− 1∼ I (0 )이 됨.

γ : 오차ˆ t− 1가 Yt에 어느 정도 빠르게 수

렴하는가를 나타내는 속도조정 파라미

터(Speed Adjustment Coefficient).

4. 분석 결과

4.1. 기초 통계 분석

도쿄도 중앙 도매시장의 9개 시장가격을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변동계수(표3)를 알

표 2. 도쿄도 9개 중앙도매시장가격의 1기와 2기의 변동계수
단위: %

츠키지

시장

오타

시장

키타아다치 

시장

갓사이 

시장

토시마 

시장

요도바시 

시장

이타바시 

시장

세타가야 

시장

타마뉴타운 

시장

무
제1기 28.2 29.0 29.3 30.0 27.6 27.9 28.5 28.9 30.1

제2기 26.7 29.4 29.1 29.2 28.7 28.3 29.1 30.9 29.3

양파
제1기 27.5 26.9 29.8 28.2 26.9 28.3 28.7 25.4 27.6

제2기 21.0 20.3 22.7 21.7 19.5 24.5 22.4 21.6 20.0

오이
제1기 36.5 34.7 37.8 35.8 37.0 36.4 36.2 34.6 36.3

제2기 34.8 33.6 35.9 35.5 35.6 34.8 35.0 33.9 33.8

메론
제1기 48.1 46.2 47.6 45.9 49.5 44.8 48.0 47.1 47.4

제2기 38.5 39.8 37.3 41.0 46.6 38.1 41.5 41.2 38.7

가지
제1기 29.6 27.6 28.8 31.3 28.9 28.5 30.3 30.1 36.0

제2기 27.9 27.9 28.4 33.9 30.3 27.9 29.0 31.8 34.6

수박
제1기 52.0 50.8 49.9 54.5 58.4 53.8 49.4 59.7 60.3

제2기 43.4 40.8 46.3 47.1 49.0 43.2 46.3 43.8 42.2

토마토
제1기 27.5 25.6 27.9 27.0 26.1 26.1 26.4 25.6 27.1

제2기 26.3 27.0 29.5 30.9 28.9 29.1 29.0 29.4 26.7

주: 1기는 1989-1995년, 2기는 1996-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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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았다. 변동계수의 분석 결과, 토마토를 

제외하고 각 시장․각 품목의 가격은 2기

의 가격이 안정적이었다. 즉, 상대거래가 

활성화 된 2기의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것

이 추측 가능하다.  

4.2. 단위근 검정

시계열 분석에 있어 허구적 회귀

(Spurious Regression) 현상을 피하기 위하

여 ADF단위근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결과, 

1기와 2기 모두 원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1차 차분을 

하여 가격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 다.

분석 대상의 품목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

동이 크기 때문에 원시계열의 안정성 확보

는 어렵지만, 중장기에는 가격의 안정 상태

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균형수준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1기와 2기의 차분 차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특별한 차이는 없었기 때문

에 양 기간의 가격추이에서는 안정성을 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공적분 분석에 의한 장기 균형 관계 분석

추정된 공적분 계수는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장기균형관

계의 존재를 검증할 수 있다. 검정결과에 

의하면(표 5), 1기와 2기 모두 공적분 관계

가 존재하 으므로 양 기간 모든 품목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유의수준 1%)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도쿄도 중앙 도매시장의 거

래방식이 ｢위탁판매․경매｣에서 ｢위탁판매․

일부매입집하․경매․일부상대거래｣로 활

성화 된 후, 가격의 장기적 균형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 기간 9개 시장 7개 품목에 대

하여 공적분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1기

에서 공적분 계수가 크게 나타난 것은 24

개 시장이고, 2기에서는 39개 시장이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2기의 장기균형관계가 

강해지면서 시장가격의 안정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양파, 오이, 가지, 

수박에서 2기의 공적분 계수가 크게 나타

표 3. 도쿄도 9개 중앙도매시장의 1기와 2기의 단위근 검정

1기 2기

원시계열 차분차수 원시계열 1차차분

무 존재 1차분 존재 1차분

양파 존재 1차분 존재 1차분

오이 존재 1차분 존재 1차분

메론 존재 1차분 존재 1차분

가지 존재 1차분 존재 1차분

수박 존재 1차분 존재 1차분

토마토 존재 1차분 존재 1차분

주: 레그(Lag)의 결정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과 SC(Schwarz Criterion)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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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멜론과 토마토는 1기의 공적분 계

수가 크게 나타났다. 무의 공적분 계수는 

제1기와 2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적

분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1기와 2기 모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 지만, 상대적으로 

2기가 장기균형관계로 향하려고 하는 움직

임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 이것은 2

기의 가격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위

탁판매․경매｣에서 ｢위탁판매․일부매입집

하․경매․일부상대거래｣로 활성화 된 후, 

도쿄도내 중앙 도매시장 간에는 산지로부

터 시장에 전달하는 생산 및 출하정보와 

시장측이 산지로 제공하는 시황 및 수요정

보의 공유가 한층 더 강화되어 시장가격이 

장기안정균형으로 지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근접한 시장 상호 간에도 시

장정보의 왜곡 없이 전파되어 도쿄도 9개

의 중앙 도매시장 간에는 가격경쟁을 관철

시켜 경쟁균형관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여

겨진다. 도쿄도 중앙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전국으로 적절한 시장정보를 제공

하고 공정․경쟁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

여 중앙 도매시장 간 가격 평준화를 유도

하는 역할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

표 4. 공적분 검정에 의한 장기균형의 존재 

공적분계수
제1기 공적분 검정 결과 제2기 공적분 검정 결과

무 양파 오이 메론 무 양파 오이 메론

0 522.5*** 703.5*** 679.2*** 526.6*** 646.7*** 605.8*** 676.3*** 529.8***

1 381.3*** 503.4*** 548.6*** 363.6*** 476.9*** 478.5*** 538.9*** 364.2***

2 306.4*** 374.7*** 427.4*** 275.9*** 350.7*** 363.3*** 434.7*** 274.9***

3 233.4*** 269.9*** 337.1*** 193.7*** 248.8*** 281.0*** 342.2*** 206.7***

4 180.0*** 187.1*** 257.2*** 147.7*** 167.4*** 209.4*** 261.2*** 147.4***

5 131.2*** 116.4*** 179.1*** 105.2*** 107.4*** 151.1*** 189.8*** 95.9***

6 90.5*** 65.7*** 112.7*** 65.1*** 59.4*** 101.1*** 129.3*** 51.1***

7 51.8*** 33.2*** 60.6*** 31.2*** 30.9*** 60.4*** 77.4*** 20.1***

8 15.9*** 15.7*** 24.1** 11.3*** 10.5*** 24.9*** 27.5*** 7.1***

공적분계수 가지 수박 토마토 가지 수박 토마토

0 536.7*** 649.2*** 700.5*** 693.7*** 709.5*** 645.5***

1 391.0*** 525.8*** 562.9*** 475.1*** 565.1*** 517.8***

2 286.7*** 417.6*** 435.3*** 347.2*** 451.5*** 414.1***

3 197.6*** 320.8*** 339.9*** 248.6*** 348.6*** 325.0***

4 146.4*** 241.4*** 262.7*** 165.7*** 262.9*** 247.3***

5 98.9*** 171.0*** 194.3*** 104.7*** 186.5*** 178.0***

6 54.0*** 110.2*** 130.4*** 62.0*** 123.6*** 128.5***

7 31.0*** 60.7*** 72.5*** 32.2*** 65.1*** 81.4***

8 11.6*** 21.1*** 28.1*** 8.8*** 22.7*** 37.9***

* 10%,  ** 5%,  *** 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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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것은 대도시의 중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가격평준화를 논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공적분 분석의 계측 결과로부터 주목하

고 싶은 품목은 양파이다. 양파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수입이 급증하

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의 향이 주목되

어진다. 2003년도의 양파 수입량은 일본 국

내 생산량의 약 20%(수입량 24만 3천 톤 

중 50%가 중국산)에 달하지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에는 큰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통

상기의 일본산 양파와 수입 양파는 소비계

층이 분류되어 있지만 생산 불황 등의 원

인으로 일본산 양파가 품귀 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여 중국산 양파

의 수입이 증가되고 시장 상황을 진정시킨

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인하여 2기가 

1기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

켰고 양파시장의 가격 변동을 작게 한다고 

여겨진다. 타 품목의 수입량은 신선채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수입량이 극히 

미미하거나(메론 3만5천 톤, 가지 1천 톤, 

토마토 4만 톤) 수입 물량 이 없었다.

4.4. 오차수정모형에 의한 단기 균형 관계 분석

오차수정모형의 계수는 장기균형에서 이

표 5. 속도조정계수의 검정결과

츠키지 오타
기타
아다치 

갓사이 토시마 요도바시 이타바시 세타가야 
타마

 뉴타운 

무

1기 0.878 0.698 1.018 0.259 1.269 0.719
0.895
(*)

1.573
(*)

0.715

2기 2.518 4.435 2.743
5.156
(*)

3.658 2.634 2.967 3.530 2.506

양파

1기 -1.212
-1.319
(*)

-0.739 -1.185 -1.047 -1.126 0.459
-3.201
(***)

0.215

2기
3.736
(***)

4.931
(***)

5.701
(***)

4.891
(***)

-5.991
8.079
(***)

5.196
(***)

3.445
(***)

2.179
(**)

오이

1기 0.022 0.037 0.033(*)
0.039
(*)

0.025
0.035
(*)

0.032
0.033
(*)

0.043
(*)

2기 -2.570 -2.133 -1.872 -1.611 -1.086 -1.762 -2.187 -0.633
-2.609
(*)

메론

1기 -0.675 -1.033 1.160 0.857 0.639
1.161
(*)

0.419 0.644 0.662

2기
-3.728
(***)

-4.086
(***)

-1.994
(***)

-1.656
(***)

-3.211
(***)

-2.816
(***)

-2.347
(***)

-2.867
(***)

-1.871
(***)

가지
1기

6.417
(**)

5.738
(**)

6.169
(***)

6.446
(***)

7.126
(***)

5.610
(**)

6.939
(***)

6.918
(***)

7.312
(***)

2기 -0.764 1.134 3.998 2.729 1.461 1.410 0.608 3.658 6.057

수박

1기 0.131 0.322 -0.034 0.006 -0.176 0.350
0.372
(*)

0.525
(*)

0.443

2기
-2.929
(***)

-1.259
(***)

-2.472
(***)

-0.998 -0.545
-2.402
(***)

-1.201
(**)

-1.296
(***)

-1.697
(***)

토마토
1기

2.027
(***)

2.445
(***)

2.220
(***)

3.275
(***)

2.216
(***)

2.177
(***)

1.647
(**)

2.093
(***)

2.747
(***)

2기 0.043 0.317 -0.07 1.232 0.242 0.301 -0.057 1.13 1.056

*, **, ***: 10%, 5%, 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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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한 불균형오차가 얼마나 빨리 균형에 복

귀하는가를 나타내는 속도조정계수의 의미

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단기

적인 조정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외

생적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장기균형으로

부터 벗어났을 때에 균형 상태에 돌아가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균형에 수렴하려는 힘은 강하다.

9개 시장 7개 품목에 대하여 공적분 관

계가 확인되었으므로 오차수정모형으로 단

기적인 균형관계를 검정하 다(표 6). 2기

의 속도조정계수가 1기보다 개선된 품목은 

무, 양파, 오이, 멜론, 수박이지만 무와 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

다. 2기에 속도조정계수가 개선되지 못한 

품목은 토마토와 가지이다.

품목 간에 1기와 2기에서 속도조정계수

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상대거래의 비율, 입

하량과 계절성, 산지특성(산지의 이동) 등

의 변화를 검토하여 보았지만 명확한 요인

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

롭게 조사․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둔다. 

다만, 토마토에 대해서는 생식용 품종의 계

량에 의한 수요의 증대, 연중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수요의 진전이 산지 간 경쟁을 

심화시켜 시장의 가격반응을 완만하게 했

다고 판단한다. 

속도조정계수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위탁판매․일부매입집하․경매․일부상대

거래｣가 활성화 되었던 2기에는 ｢위탁판

매․경매｣가 실시되었던 1기보다 단기적 

균형가격으로 돌아오는 조정속도는 개선되

었다.

상장경매의 특징은 공급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만, 

산지의 효율적인 시장대응을 바탕으로 한 

상대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이 적극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

래 관계를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거래에서는 시장가격의 

단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산지와 시

장의 관계가 지속적․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시켜 균형가

격으로 복귀시키려는 힘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도쿄도내의 9개 중앙도매시장을 대상으

로 하여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변

화한 2시점에 대하여 시장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

과를 얻었다.

1)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

식이 ｢위탁판매․경매가격｣에서 ｢위탁판

매․일부매입집하․경매․일부상대거래｣

로 활성화 된 후 시장가격간의 장기균형관

계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기의 공적분 

계수의 크기가 1기보다 크다는 점으로부터 

2기가 1기보다 가격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장기균형에

서 이탈했을 때 균형에 돌아오는 속도를 

검정한 결과, 2기가 1기보다 개선되었다. 

이것은 장기균형을 지향하여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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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의 동태적 특성이 

향상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지적에 의하여 상대거래를 

도입한 현재가 오히려 시장 가격의 효율성

이 높아졌다고 말 할 수 있고 거래제도가 

변화된 후에도 도매시장에 요구되고 있는 

가격 형성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거래제도의 특성은 각 품목을 둘

러싼 경제주체가 단기적인 수급변동으로부

터 발생되는 가격 변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하게 장기균형가격에 안정시

키려고 하고 것이다. 이것은 상대거래 방식

이 도매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매매거래자

들에게 가격 안정화 지향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배경에는 지난 80

년간 경매제도하에서 성장해 온 산지의 규

모화․조직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지 측

은 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판

매채널의 다양화 전략을 수립하고 특정 시

장에 출하를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거래상

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출하 주체는 어느 특정 시장의 출하를 고

집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움직임이나 집

하 현황에 대응하여 어느 시장에도 출하가 

가능한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 다. 결과

적으로 산지의 효율적인 시장대응에 근거

한 거래제도의 변화는 각 시장 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시켜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간

의 가격차 축소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위의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얻었다. 

ꊱ 한국의 청과물 생산구조는 시설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규모화․주년생산이 진행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채류, 노지채소, 

과일류를 중심으로 산지의 분산 정도가 심

하고 생산규모도 세하여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구조이다. 청과

물 공급구조가 불안정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공급

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

을 정확히 반 한 신속한 가격결정과 소비

지에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경매제도의 

지속과 발전이 당분간은 적합하다고 여겨

진다. 

ꊲ 그러나 최근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또는 비상

장거래)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

거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하자와  

도매시장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거래의 공평성이나 투명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산지의 안정적․지속적인 물량공급

과 도매시장의 물류․가격결정 등에 관한 

정보개시가 한층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

상장 거래는 출하자와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탄력적으

로 운 되므로 거래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

는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

매시장에서는 가격결정의 본원적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도매시장의 

물량 경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차후에도 도매시장이 존속할 수 있는 근

거는 도매시장이 가격 형성에 대하여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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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있

다. 도매시장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에서 참

고할 수밖에 없는 정보의 원천성을 보유하

고 있는지 또는 그 정보가 모든 유통채널

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인 기능과 관련된 의문이다. 또한, 도매시

장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외 유통기구에서 도매시장의 가격정

보 제공에 관한 기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청과물 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을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의 양 측

에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

도 악 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상장예

외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의 거래

제도하에서는 경매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

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체

계를 유도하고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출하 전문조직의 육성이 요구

된다. 도매시장 역시 안정된 가격을 희망하

는 산지와 소비지의 거래주체가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

하여 청과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매시장을 

매개로 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가격이나 물

량을 사전에 예약하는 예약형 거래의 활성

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농산

물의 비효율적인 공급체계와 시장 불확실

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가격 변동을 축

소할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 제도가 본

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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