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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지불의사금액 추정*

지연구**   이진권*** 

Keywords
가축질병치료보험(livestock disease insurance), 양분형 선택(Dichotomous Choice),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Korean livestock owners’ willingness to pay (WTP) for live-
stock disease insurance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ccording 
to the results, livestock owners who bought first or second had higher WTP than 
the insurance premium they had to pay, and  small livestock farmers who did 
not purchase insurance were also willing to pay more than the insurance 
premium. However, big livestock farmers who did not buy the insurance had 
lower WTP than the insurance premium. These results imply that policymakers 
should  endeavor to advertise the economic advantages of livestock disease in-
surance to encourage small livestock farmers to buy insurance coverage for their 
livestock. Policymakers also need to devise another insurance premium program 
suitable for large-scale livestock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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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도입을 검토(김두 외 2009; 지연구 외 2016)하였고 

2018년 말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우선 소축종(송아지, 비육우, 한우 번식우, 젖소)을 

대상으로 2018년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에서 시작하여 2019년 4개 시군(충북 보은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이 추가되었다. 

동 보험은 보장대상인 상해·질병으로 인한 진료 시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송아지는 설사, 

폐렴 등 4개 진료항목, 비육우는 제1위식체 등 8개 진료항목, 번식우는 제1위식체 등 28개 진료항목, 

젖소는 임신진단(기본) 등 5개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송아지·한우 번식우 각각 10만 원 내외, 비육우 2만 원 내외, 젖소 23만 원 내외이나, 정부 

보험료 보조 외 실제 농가 부담보험료는 1년간 1두 기준으로 동 금액의 20∼30% 수준이다.

한편, 2019년 12월 말 현재 동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평균가입률은 8.7% 수준으로 목표가입률

(2019년 11%)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 보험의 수

요자에게 충분한 보장이 적정한 보험료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

험료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가입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정부 지원 등의 고려 없이 동 보험의 보장에 필요한 보험금 지급 재원과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동 보험료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예상되는 진료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축산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 부담 보험료 수준은 축산농가의 지불의사 

수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시범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에서 축산

농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험료 수준이 축산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 관점에서 적절한지의 여부

를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통해 살펴본다. CVM을 통해 축산

농가의 지불의사 보험료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가축질병보험 가입률의 주요 원인이 높

은 보험료인지를 검증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축질병보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예컨대, 현행 보험료가 축산농가의 지불의사금액에 비해 높다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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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이외의 요인, 즉 보험가입에 따른 이점 

홍보 등 보험가입 활성화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관련 선행연구

CVM은 시장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

사 기반으로 수행되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의 하나이다. 이 방법론은 1989년 미

국에서 발생된 엑손발데스호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액을 알래스카 주정부 측과 엑손 측이 각각 

CVM에 의하여 추정하면서 발생한 논쟁에서 연방정부 산하의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NOAA패널을 구성하여 CVM의 방법론적 및 결과적 타

당성을 인정하고 보완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1 

국내에서 CVM은 환경, 보건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KDI는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한 방법으로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을 작성·수정하여 제공하였다(KDI 

2008; KDI·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보험 분야에서의 적용은 주로 사회보험 영역(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정책성 보험 영역이다. 

이수형(2003)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이중양분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장기요양의 필

요성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리고 동 보험의 잘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

아짐을 추정하였고, 이상민 외(2011)는 상담(심리치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상담태도가 좋을

수록, 사회적 낙인을 더 느낄수록 더 높은 추가 비용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장현갑

(2016)은 가나 볼타지역의 건강보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이 경제적 수준, 성별, 교육 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 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보험 외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분석이 많지 않다. 김명은 외(2015)는 임

산물재해보험의 도입에 앞서 CVM을 이용하여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다른 유형의 

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Solow와 Arrow를 포함한 6인으로 노아 패널(NOAA Panel)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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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보임으로써 이들을 동 보험의 우선가입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기준 외(2014)는 지수형 날씨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을 리

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순위로짓분석을 하였고, 오내원 외(2014)는 농업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농가의 지불의사 보험료를 직접질문법에 의하여 추정한 바 있으나,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분석

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민영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므로 CVM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다. 그러나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높은 비율의 정부 

지원으로 인해 시장보험료와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의 괴리가 크므로 시장보험료가 가축

질병치료보험의 편익을 적절히 반영해 주지 못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CVM을 사용한 가치평가가 적절할 수 있다. 

3. 지불의사 보험료 추정 방법

3.1.  조건부가치평가방법론의 적용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보장(보험금 지급)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피보험 가축의 질병발생 

시 수의사를 통하여 진료를 받아 피보험 가축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으로부터의 만족감

(satisfaction)의 정도, 즉 선호(preferences)에 기초한다.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와 마

찬가지로 보험수요자는 보험시장(회사)에서 제시된 보험료와 본인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 WTP)을 비교하여 WTP가 보험료를 초과하거나 같을 때에만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WTP는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시장가격)와 보험료 이상의 초과분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으로 구성되며, 화폐단위로 표시된 보험료 지불의사(WTP)가 가

축질병치료보험의 축산농가 편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제적 가치는 동 보험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편익을 포함한다. 가축질병치

료보험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인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로 인한 폐사율 감소, 

유량 및 유질 개선(젖소)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한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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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보험가입자를 동질한 위험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위험집단으로 구분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아픈 가축의 진료에 사용하는 금전적 치료비의 기댓값을 기초로 보험회사 측면에서 결정된다.2  보험

회사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투입되는 총비용을 가입자가 가지는 위험노출단위(Exposures; 예를 들

어 사육두수)로 나누어 위험노출단위당 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험위험노출단위를 곱

하여 총보험료 부담액을 결정한다. 잘 설계된 보험요율 산출체계는 축산농가별 위험노출단위당(예: 

1사육두수) 위험도 차이도 반영한다.3 

따라서 축산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는 동 보험에서 파생되는 모든 경제적 편익을 포함하며 보험

회사가 제시하는 보험료는 축산농가의 진료비 기대 수준과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고려하는 수준에

서 결정된다. 다만, 최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의 진료비 기댓값은 보험경험이 전

혀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조사 자료를 기초로 추정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부담액이 달라져 균형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CVM방법을 이용한 가축질

병치료보험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3.2. 조사 설계

3.2.1.  설문대상 선정

2018년 말부터 실시된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일정기간(7년 예정)의 시범 사업기간을 거쳐 본 사

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통상 축산농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전

국사업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지역은 전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논문이 시범사업의 가입률 저조의 한 이유로 축산농가의 지불의사금액

과 제시보험료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시범지역의 일부를 설문대상지역으로 선정하

였는데,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구체적으로는 시범사업 시행지역 중 2019년 말 기준 가입농가 수

가 가장 많은 청주시를 설문대상지역으로 선택하였다.4  

2  동질위험집단은 축종·속성별(젖소,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축산농가의 보험가입경험(보험금 지금건수, 지급보험금 규모 등), 위험평가(축사구조·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우사관리·영양관리·번

식관리 등 관리적 측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6 제43권 제4호

동 시범사업이 젖소를 포함한 모든 소 축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나, 젖소는 계약진료 등 기존 유

사서비스가 많아 가입이 극히 저조(2019년 말 기준)한 상황이므로 젖소농가를 제외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시범지역에서의 지불의사금액 추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유사한 축산영농환경을 가지며 시범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인접지역의 지불

의사금액도 살펴보았다. 시범지역의 경우 가축질병치료보험을 경험한 농가 및 보험가입이 가능한

데도 가입하지 않은 농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비시범지역의 경우 모든 농가가 보험가입이 불

가능하므로 이 두 지역의 WTP를 비교함으로써 좀 더 엄 하고 구체적인 편익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북 청주시의 인근지역 중 진천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5  

표 1. 시범사업 시행지역 및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현황(2019. 12. 31.)

구 분 청주시 함평군 보은군 강진군 합천군 제주시 계

가입농가 수 255 102 24 22 45 2 450 
총가입두수 11,599 4,290 1,224 788 2,404 107 20,412 
대상두수 65,477 44,358 30,864 33,038 38,316 21,994 234,047 
가입률 17.7 9.7 4.0 2.4 6.3 0.5 8.7 

자료: 농협손해보험(2020).

3.2.2. 설문의 구성

2019년 12월에 가축질병치료보험 보장내용을 기준으로 CVM을 평가방법으로 선택하여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CV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CV 설문지의 구성요소와 요소별 주요 문항

4  동 보험의 보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고, 시범사업이 1년 경과 시점에서 시범사업 가입자도 충분하지 않아 위험도 측면에서 

어느 지역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5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https://kosis.kr/index/index.do)에 의하면, 한우농가의 평균 사육두수(청주 42두, 진천 43두, 보은 

38두, 괴산 33두, 옥천 28, 증평 21), 육우 사육비중(청주 15.2%, 진천 14.2%, 보은 3.4%, 괴산 2.1%, 옥천 1.2%, 증평 7.1%)에서 진

천이 청주와 가장 유사하였다.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별 주요 문항

설문의 목적 - 농가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CV설문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
- 설문조사자는 설문위탁기관을 밝히고 개인적인 비 이 보장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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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별 주요 문항

CV 
문항

가축질병치료보
험 보장내용과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의견 및 
지불의사

- 가축질병치료보험의 정의: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계획 및 축산농가에
게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등을 짧고 현실적이며 단순하게 설명(응답자들이 무엇을 보
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 가축재해보험 설명)

- 보험료 납입: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보장내용이 현실적이고 믿을 만하며, 경제적으로도 
축산농가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이 필요

- 가축질병치료보험 보장방식: 어떤 경우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보
장내용 및 진단체계 등에 대하여 언급

- 지불의사 유도방법: 단일양분선택형 질문
  ‘예’ 응답자에게 최대지불의사 보험료 질문 및 보험가입 이유를 확인
  ‘아니오’ 응답자에게 미가입 사유 후속질문

기타 통계적 분류를
위한 문항

- 나이, 성별, 사육경력, 소득 등 축산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 1(위험기피적)∼10(매우 위험선호적)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위험선호성향

핵심적인 CV 문항의 경우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보장질병, 수의사에 의한 진료 등을 충분하게 기

술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동 보험의 보장내용 및 전달체계를 <표 3>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 3.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보장내용 설명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귀 농장의 가축에 질병(전염병은 제외) 및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을 하여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가입대상은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
우 번식우 및 젖소)로 귀 농장 가축 전체 두수 가입을 전제로 1두당 1일 1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보상한도액(야간 
및 휴일은 30% 추가) 내에서 자기부담금(2만 원)을 차감하고 치료비를 지급합니다(수의사의 진료·처방 없이 구입한 
약품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료 지원액을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의 135%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함).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후 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때 번식우농가의 경우 송아지 분만율 증가, 사산율 및 폐
사율 감소 등으로 소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대부분 고령의 축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WTP함수 추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중양분선택형 등의 다소 복잡한 질문방식보다는 이해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닻 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등의 편의 발생 요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단일양분선택

형 질문방식을 채택하였다(Boyle and Bergstrom 1999). 또한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와 ‘지불의사

가  없는 경우’ 답변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s)을 포함하였다. 지불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가 큰 비중을 두고 지불거부의사를 표명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질문 항목의 예시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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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후속질문 항목의 예시   

- 제시된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다.
- 보장하는 질병의 종류, 자기부담금 등 보장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 보험료를 지급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러한 설문지 주요 내용 및 구조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농협손해보험의 가축질병치료보험 

담당자(상품 및 인수)와의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를 검토하였으며, 농축협단위조합 직원과의 면담

을 통하여 추가로 설문내용을 보완하였다. 동 보험은 2018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보험료를 기준으로 5개의 다른 보험료를 선정

하고 이를 CV 설문에 제시하였다(1만 3천 원, 1만 9천 원, 2만 5천 원, 3만 8천 원, 5만 원). 따라서 

각 설문응답자는 무작위로 제시된 5개의 제시보험료 중 하나의 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단일양

분형으로 응답하였다.6  

CVM의 경우 설문응답 결과의 가상성으로 인한 가상편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Lee and Hwang 

2016; Murphy et al. 2005; List and Gallet 2001; Little and Berrens 2004; Loomis 2011), 가축질

병보험의 경우 이미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실제 가축질병보험료 결정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즉 결과수렴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편의의 존재 가능성

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진권 2020; Carson and Groves 2007; Carson and Groves 2011; 

Vossler and Watson 2013). 또한, 진술한 WTP를 실제로 축산농가가 부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의 진실한 WTP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 및 초기에 제시된 금액에 

정박하여(anchoring) WTP를 진술할 수 있는 시작점 편의(starting point bias)의 존재 가능성은 단

일양분형 선택을 사용함으로써 최소화하고자였다. 

6  설문조사 당시 청주의 지원율(국비 50% 및 지방비 30% 포함)이 80%였으므로 경우 농가 부담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20%인 약 2만 

원이었다. 다만, 지방비 지원은 지방비 재원 등에 따라 광역시도 및 시군별로 달라질 수 있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시범사업이 진행

되지 않아 보험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진천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진천의 보험료 지원율이 70%라는 보수적 가정하

에 2만 원과 3만 원의 평균인 2만 5천 원으로 기준값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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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실험설계

설문조사 표본 및 대상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설문조사 실시 시점인 2019년 12월 동 시범사

업의 2차년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었고, 신규가입 및 재가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우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가입경험에 따라 미가입농가, 신규가입농가 및 재가입농가로 구분하

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가입경험에 따라 설문대상을 구분한 것은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으로 수의

사로부터 임상진료를 직접 접한 농가가 무형의 보험보장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동 보

험 상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지불의사금액을 보다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설문조사 대상 구분(2019년 11월 말 기준)

시범지역(청주) 미시범지역(진천)

구분 모집단 표본 수
신뢰
수준

표본오차 구분 모집단 표본 수
신뢰
수준

표본오차

미가입자 789 61 95% 12.5% 미가입자
(잠재적 가입자 

포함)
225 55 95% 13.2%신규가입자  86 59 95% 12.8%

재가입자 169 65 95% 12.2%

2019년 11월 말 청주지역 2차년도 신규 가입농가가 80여 농가 정도로 파악되어 이들 농가의 70

∼80%를 목표로 설문하였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부수가 확보되도록 청주지역 미가입농가와 재가

입농가, 진천의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지역(청주) 내의 지불의사금액 비교는 가입경험에 따른 동 보험의 금전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고, 시범지역과 미시범지역(진천) 간의 지불의사금액 비교는 모든 설문응답자가 미가입자일 

수밖에 없는 미시범지역의 평균적인 지불의사금액이 시범지역의 미가입자 지불의사금액과 신규가

입자/재가입자 지불의사금액의 사이에 존재해야 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CVM을 통해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하나의 강건성 검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의 보험료 제시금액은 아래 <표 6>에 요약되어 있듯이 시범사업 중인 가축질병치료보

험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2개 구간, 하위 2개 구간을 설정하였다. 한우농가의 소축종은 번식우, 

육우, 송아지로 구분되고 대부분 번식우를 중심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한우 번식우에 대

한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한우 번식우의 경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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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자체 포함)의 보험료 지원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르나 통상 2만∼3만 원 수준이므로 이 둘의 평

균값인 2만 5천 원을 기준값으로 하여 50%, 75%, 100%, 150%, 200% 수준의 5가지 제시액을 결

정하였다.7   

표 6. 번식우 보험료 제시금액

평균 대비 비율 50% 75% 100% 150% 200%

제시금액 1만 3천 원 1만 9천 원 2만 5천 원 3만 8천 원 5만 원

농축협단위조합 담당자가 설문내용을 축산농가에 설명하고 설문을 진행하는 대인 단체면접법

(in-person survey) 방식을 채택하였다. 축산농가를 미가입자군, 신규가입자군, 재가입군으로 구분

하고 각각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축산농가가 미가입자군, 신규가입자군 또는 재가입자군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상기 보험료 제시금액 구분 단위로 각 군을 다시 5개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시금액별 의도한 설문지수를 확보(5개 제시보험료 비율이 유사)하였

다.

4. 가축질병치료보험 지불의사 보험료 추정

4.1. 지불의사 응답분포

청주와 진천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240개의 설문이 실시되었다. 제시보험료 수준에 대한 응

답자 240농가 중 167농가가 ‘예’, 73농가가 ‘아니오’로 대답하여 ‘예’와 ‘아니오’의 비율은 각각 

69.6%, 30.4%로 나타났다. 제시보험료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1만 3천 원 구간을 제외하고 ‘예’ 응

답농가의 비율은 감소하고 ‘아니오’ 응답농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CV 문항

의 응답비율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7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https://kosis.kr/index/index.do)에 의하면, 전체 한육우농가 중 육우농가의 비중은 청주 6.3%, 진

천 1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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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

제시보험료
(번식우 기준)

아니오 예

응답농가 수 비율(%) 응답농가 수 비율(%)

1만 3천 원 13 29.5% 31 70.5%
1만 9천 원 7 14.9% 40 85.1%
2만 5천 원 15 27.8% 39 72.2%
3만 8천 원 12 27.9% 31 72.1%

5만 원 26 50.0% 26 50.0%
계 73 30.4% 167 69.6%

표 8. 지불거부 사유(지불거부 응답자로 제한)

구분 사례 수 구성비 

□ 제시된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다. 29 24.2%
□ 동 보험이 보험회사, 수의사에게만 좋은 보험제도이다. 26 21.7%
□ 자가진료 등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24 20.0%
□ 야간, 주말 등 응급진료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 12 10.0%
□ 보장질병의 종류, 자기부담금 등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보장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10 8.3%
□ 가축질병관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8 6.7%
□ 보험료를 지급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6 5.0%
□ 컨설팅 지원금, 사료회사 지원금 등 기존의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5 4.2%

 계 120 100.0%

표 9. 지불의사 사유(지불의사 응답자로 제한)

구분 사례 수 구성비 

□ 수의사에 의한 질병관리로 안정적인 농가경영에 도움이 된다. 120 33.7%
□ 폐사율·사산율 감소, 분만율 증가 등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112 31.5%
□ 질병 예방·예찰 등 국가방역관리에 도움이 된다. 49 13.8%
□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보장내용이 충분하다. 44 12.4%
□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 수준이 높지 않다. 31 8.7%

 계 356 100.0%

<표 8>에 나타나듯이 지불거부의사를 밝힌 농가의 지불거부 사유로는 ‘제시된 보험료 수준이 너

무 높다’(24.2%), ‘보험이 보험회사, 수의사에게만 좋은 보험제도이다’(21.7%), ‘자가진료 등 충분

히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20.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다. 자가진료 

비중이 높은 농가의 경우 수의사에 의한 진료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제시보험료 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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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할 수 있고, 동 보험제도를 통한 수의사 진료로의 전환이 동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된 보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경우, ‘수의사에 의한 질병관리로 안정적인 농가경영에 도움이 된다’(33.7%), ‘폐사율·사산율 감

소, 분만율 증가 등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31.5%)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 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가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

식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 보험제도가 가축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예찰 

등 국가방역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4.2. 지불의사 추정 모형

본 논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확률모수모형을 통해 응답자의 WTP함수를 직접적으

로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Haab and McConnell 2002; KDI·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각 개별농가(j)에 제시된 보험료 수준에 대하여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하는 상황(=1)과 가

입하지 않는 상황(=0)을 구분하여 각각의 효용함수를 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응답자 j의 소득, 는 응답자들의 특성 및 선택대안과 관련된 속성을 나타내고, 는 응답자 

j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즉, i=1)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i=0)의 관측불가능한 선호에 따른 

오차를 나타낸다. 농가(j)의 보험가입 전후 동일한 효용을 주는 WTP를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농가(j)의 효용 수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가축질병치료보험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

료 지불의사금액, 즉 보상 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의 개념으로서 두 상황에 대한 지출

차이함수(expenditure difference function)를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      = 
′          

  ·  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서 농가(j)가 일정한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액을, 은 확률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농가(j)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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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보험료 수준()에 대하여 ‘Yes’라고 응답할 확률은 식 (3)과 같다. 

(3) Pr=Pr  = Pr
′    =Pr

′       

만약에 확률오차항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식 (4)와 같이 표준정규분포 형태로 전환되어 프

로빗 모형의 추정이 가능하다. 

(4) Pr
′    =Pr


′  

  =


′  

 =
′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N(0,1))를 따르며, ∙는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이다. 확률지

불의사함수 계수추정치( , }로부터 WTP의 농가평균을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5)  
′  = ′ 


  ′                   

4.3. 지불의사 추정

4.3.1. 기술통계

<표 10>에 정리되어 있듯이 응답자의 90.8%가 남자였으며, 연령대로는 60대(42.9%), 50대

(24.2%), 70대(14.2%) 순으로 많았다. 사육연수는 30년 이상(30.3%), 10~19년(29.5%), 20~29년 

(18.8%) 순으로, 사육두수는 40~64두(23.8%), 20~39두(18.8%), 20두 미만(16.7%) 순으로 응답

자가 많았다. 농가소득은 응답자 중 2천만~4천만 원(16.3%) 구간이 가장 많았으나,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33.8%)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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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입의향 설문조사 항목별 응답자 구성비(%)

구분
청주 진천

전체
미가입자 신규가입자 재가입자 청주전체 미가입자

성별
남자 95.1 94.9 86.2 91.9 87.3 90.8 
여자  4.9  5.1 13.8  8.1 12.7  9.2 

연령

40대 미만  3.3  1.7  1.5  2.2 27.3  7.9 
40대  6.6 10.2  3.1  6.5 16.4  8.8 
50대 21.3 27.1 24.6 24.3 23.6 24.2 
60대 49.2 47.5 49.2 48.6 23.6 42.9 
70대 18.0 10.2 20.0 16.2  7.3 14.2 

80대 이상 - - - -  1.8  0.4 
무응답  1.6  3.3  1.6  2.2     -  1.6 

사육
연수

3년 미만  6.6 11.9  1.5  6.5  5.5  6.3 
3년 이상  1.6  3.4  1.5  2.2 10.9  4.2 
5년 이상  8.2  6.8  6.2  7.0 16.4  9.2 
10년 이상 32.8 28.8 29.2 30.3 27.2 29.5
20년 이상 21.3 18.6 16.9 18.9 18.2 18.8 
30년 이상 26.2 27.1 44.6 33.0 21.8 30.3 

무응답  3.3  3.4 0.1  2.1 -  1.7 
응답자 평균 

사육연수 19.5 18.5 24.9 20.9 18.2 20.3

사육
두수

20두 미만 14.8 33.9 12.3 20.0 5.5 16.7
20두 이상 31.1 16.9 10.8 19.5 16.4 18.8
40두 이상 19.7 28.8 13.8 20.5 34.5 23.8
65두 이상  6.6  5.1  6.2  5.9 18.2  8.8
90두 이상  8.2  6.8  9.2  8.1  9.1  8.3
120두 이상 16.4  5.1  6.2  9.2 14.5 10.4

무응답  3.2 3.4 41.5 16.8  1.8 13.2
응답자 평균 

사육두수 72.1 44.2 62.0 59.2 82.1 65.1

농가
소득

2천만 원 미만  9.8 20.3 15.4 15.1  7.3 13.3 
2천만 원 이상 11.5 22.0 20.0 17.8 10.9 16.3 
4천만 원 이상 13.1 18.6  7.7 13.0 25.5 15.8 
6천만 원 이상  4.9  3.4  3.1  3.8 21.8  7.9 
8천만 원 이상 -  3.4  1.5  1.6  5.5  2.5 
1억 원 이상  8.2  5.1  6.2  6.5 23.6 10.4 

무응답 52.5 27.2 46.1 42.2  5.4 33.8 
응답자 평균 

농가소득(만 원) 6,193 3,742 3,869 4,448 7,682 5,506

주 1) 청주지역 보험가입유무별 사육연수 차이는 5%에서 유의, 청주와 진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2) 청주지역 보험가입유무별 사육두수 차이는 5%에서 유의, 청주와 진천의 차이는 10%에서 유의함. 
3) 청주지역 보험가입유무별 농가소득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며, 청주와 진천 차이는 1%에서 유의함. 
4) 사육연수, 사육두수, 농가소득의 평균은 설문조사값(연속형)에 의하여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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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응답자 위험성향

위험선호성향은 1(매우 위험기피적)∼10(매우 위험선호적)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험선호도가 중립적(위험선호성향 5∼6)인 응답자(39.6%)가 가

장 많았으며, 위험선호(위험선호성향 7∼10)적인 농가(20.4%)보다는 위험회피적(위험선호성향 1

∼4)인 축산농가(37.5%)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1. 위험선호성향 응답자 구성비(%)

구분
청주 진천

전체
미가입자 신규가입자 재가입자 청주전체 미가입자

위험선호
성향

1 8.2 6.8 6.2 7.0 20.0 10.0 
2 8.2 6.8 3.1 5.9 3.6 5.4 
3 21.3 10.2 13.8 15.1 7.3 13.3 
4 6.6 18.6 7.7 10.8 1.8 8.8 
5 26.2 30.5 38.5 31.9 32.7 32.1 
6 6.6 6.8 10.8 8.1 5.5 7.5 
7 8.2 3.4 3.1 4.9 5.5 5.0 
8 8.2 8.5 1.5 5.9 1.8 5.0 
9 - 1.7 3.1 1.6 5.5 2.5 
10 4.9 3.4 7.7 5.4 16.3 7.9 

무응답 1.6 3.3 4.5 3.4 - 2.5 

응답자 평균 
위험선호성향 4.7 4.8 5.0 4.8 5.2 4.9

주: 청주지역 보험가입유무별 위험선호성향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며, 청주와 진천 차이도 유의하지 않음.

4.3.3. 보험가입확률 추정

본 연구에서는 가축질병치료보험 보험가입확률()을 아래 식 (6)과 같이 추정하였다.8  

8  농가소득변수는 보험가입확률 추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나, 청주지역 농가의 농가소득에 대한 무응답률이 높아(미가입자 

52.5%, 재가입자 46.1%) 농가소득을 제외하고 추정하였다. 다만, 농가소득을 포함하여 가입확률 추정하는 경우 무응답자 수가 많

아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추정 WTP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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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p

+· +· +· +·+     

여기에서 는 농가에 제시된 보험료 수준,  는 농가의 위험선호도(1∼10구간), 

는 여성농가더미, 는 60세 이상 고연령더미, exp는 사육경력 20년 이상 

고경력더미,  는 65두 이상 대농가더미,  는 보험 신규가입 농가더미, 

 는 보험 재가입 농가더미, 은 진천지역더미를 나타내며, 추정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확률 추정 결과(프로빗)

변수명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0.762** (0.386)
제시보험료(천 원)  -0.015** (0.007)
위험선호도(1-10)  -0.084** (0.039)
여성농가더미(여성 1, 남성 0)  0.196  (0.384)
고연령더미(세)(60세 이상 1, 미만 0)  0.185 (0.222)
고경력더미(연)(사육경험연수 20년 이상 1, 미만 0) -0.005 (0.21)
대농가더미(두)(사육두수 65두 이상 1, 미만 0) -0.349* (0.212)
청주 신규가입자더미(청주 신규가입자 1, 그 외 0)    0.860*** (0.268)
청주 재가입자더미(청주 재가입자 1, 그 외 0 )    1.022*** (0.304)
진천 지역더미(진천지역 1, 청주지역 0)   0.519** (0.264)
관측치 수   198
Log likelihood -111.852

주 1) 상기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확률 추정 결과는 각각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보험가입확률에 
대한 프로빗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2) 진천지역은 시범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주 신규가입자
더미, 청주 재가입자더미, 진천 지역더미를 회귀 분석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들 각 더미변수 계수의 기준 집단
(reference group)은 청주 미가입자가 된다.

3) ***: 1% 이내에서 유의, **: 5% 이내에서 유의, *: 10% 이내에서 유의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확률의 추정을 위해 선택한 설명변수는 동 보험의 시범사업 추진 시 실시

된 시범사업 시행 6개 시군 간담회(축산농가, 도·시군 담당공무원, 지역 수의사, 보험회사 등)와 개

별면담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설명변수로서 성별은 축주가 여성인 농가의 

경우 수의사 활용이 많다는 사례, 사육경험(연수)이 많을수록  자가치료가 많아 보험구입에 따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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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는 농가의 의견, 축주 연령은 사육연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 사육

두수가 많을수록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가 커져 보험가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보험가입경험에 따른 보험가입확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

입경험(신규, 재가입)이 추가적으로 설명변수에 포함되었다.

통상 보험료 산출은 1위험단위당(위험의 크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설명변수로 가축질병치료보

험에서는 가입두수이다)으로 기본보험료를 산출하고, 그 외 변수는 기본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

하는 요소로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기본보험료에 가감되는 할인 또는 할증보험료는 그 속

성상 더미변수가 적합하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령, 사육경력 및 사육두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시보험료가 1천 원 증가할 때 보험료 지불의사는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선호도

가 증가할수록 보험료 지불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보험가입확률

이 낮아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확률은 축산농가의 성별이나 연령, 가입경력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5두 이상의 대농가는 65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비하여 보험가

입확률이 34.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가진료 시에는 지불하지 않

았던 진료비를 사전(보험가입 시점)에 미리 보험료로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감이 높다는 측

면에서 보험가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주지역에서 보험가입경험(신규, 재가입)에 따른 보험가입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청주지역에서 가입경험이 많을수록 보험가입확률도 높아지는 것

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험가입농가는 동 보험가입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천지역의 보험가입확률은 청주 미가입자에 비하여 51.9%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였다. 청주미가입자의 보험가입확률보다 진천지역의 보험가입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진천

지역이 미시범지역으로 보험가입의향이 높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인 보험가입자가 포함되

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4.3.4. 지불의사 보험료 수준과 실제 보험료 비교

<표 12>에서 추정된 결과를 활용하여 가축질병보험에 대한 WTP를 식 (5)에 따라 추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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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표 13>에 정리되어 있다. 농가규모 전체(소규모 및 대규모)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은 

청주지역 미가입농가 2만 4천 원, 신규가입자 8만 1천 원, 재가입자 9만 2천 원 수준으로 추정되어 

미가입자보다는 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보다는 재가입자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미가입지역인 진천의 경우 5만 8천 원 수준으로 청주 전체 평균 5만 6천 원과 유사하며, 청

주의 미가입농가와 신규가입농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은 청주지역 미가입농가 3만 2천 원, 신규가입자 8만 8천 원, 

재가입자 9만 9천 원, 전체 평균 6만 4천 원, 미가입지역인 진천은 6만 6천 원 수준이었다. 대규모 농

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은 청주지역 미가입농가 8천 원, 신규가입자 6만 5천 원, 재가입자 7만 6

천 원, 전체 평균 4만 1천 원, 미가입지역인 진천은 4만 3천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9  

아울러, 소규모 농가보다 대규모 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이 모든 분류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미가입자WTP < 신규가입자WTP < 재가입자WTP’의 관계는 소규모 농가나 대규모

농가가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가입지역인 진천의 WTP는 청주지역 전체 평균과 

유사하였으며, 청주지역 미가입자와 신규가입자 사이로 추정되었다. 

표 13. 추정된 보험료 지불의사 금액 및 표준오차

구 분
청주　

진천
미가입 신규 재가입 전체

WTP(원)

전체
  24,138**   81,045***   91,757***   56,409***   58,457***

(12,174) (27,499) (32,977) (14,260) (18,603)
소규모

(65두 미만)
  31,549**   88,457***   99,168***   63,820***   65,868***

(12,436) (30,475) (36,366) (17,674) (21,929)
대규모

(65두 이상)
 8,430   65,338***   76,049***   40,702***   42,749***

(18,493) (24,452) (28,226) (13,405) (16,364)

주 1) 상기 가축질병치료보험 보험료 지불의사 금액의 표준오차는 Delta method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2) ***: 1% 이내에서 유의, **: 5% 이내에서 유의, *: 10% 이내에서 유의(귀무가설은 WTP=0원).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번식우 1두당 보험료(농가 부담분 및 정부 보조금 포함)는 보험회사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대략 10만 원(99,300원) 수준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시범지역인 청주

9  65두 이상의 미가입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 추정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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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규모 재가입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99,168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청주지

역의 소규모 신규가입농가와 청주지역 대규모 재가입농가 및 신규가입농가는 보험료 지불의사금

액은 이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실제 축산농가의 번식우 1두당 보험료 수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수준에 따라 다르나, 설

문대상지역인 청주시를 포함하여 지원이 많은 시군의 경우 2만 원 내외, 지원이 적은 시군의 경우 3

만 원 내외 수준이다. 실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보다 추정된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이 

낮은 그룹은 65두 이상의 대농가가 유일하다. 대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이 낮은 것은 대농가

의 경우 사육두수가 많아 사육두수에 비례하는 보험료 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 부담으로 작

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의 사육두수 기준 청주시의 가입률 17.7%는 전체 가입률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미가입 대규모 축산농가의 현저히 낮은 WTP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

출체계가 마련된다면 훨씬 높은 가입률을 보일 것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평균적인 지불의사금액이 제시된 보험료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는 것은 현재의 낮은 가축질병보험 가입률의 원인이 보험료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표 8>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동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공급자(보험사, 수의사)에게만 좋은 제도라는 인식, 응급진

료 이용 불편 기대, 보장내용 불충분(보장질병의 종류, 자기부담금) 등 보험료 이외의 요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동 보험제도가 단지 질병에 걸린 소의 사후적인 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적 진료활동, 나아가 사양관리 등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발생 가능성

을 줄여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증

가를 위한 보험제도라는 점을 알기 쉽게 알리는 등의 적극적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가의 개별적 특성(축주 위험선호 성향, 사육기술 차이, 환경의 차이 등)에 따라 농가별로 

지불의사 보험료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우선, 65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 농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불의

사금액이 소규모 농가에 비해 낮았으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요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요

율체계는 보험의 대상(피보험목적)이 보유하는 관련 위험도를 보다 세 하게 측정해 보험료에 반

영함으로써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장별로 보험가입 농장이 가지는 위험특성을 추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장의 사양관리 등 질병발생 가능성을 보험가입 시 평가하고 그 결과인 농가의 손해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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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다음 기의 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요율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율체계하

에서는 농가의 사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질병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로

서 낮은 손해율(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받은 보험금의 비율)이 시현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10   

5. 결론

정부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말 도입한 가축질병치료보험의 정책목표는 

높은 가입률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도입 이후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말 기준 동 가축질병치

료보험의 평균가입률은 8.7% 수준으로 목표가입률(2019년 기준 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험의 가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 보험의 수요자인 축산농가에게 필요한 충분한 

보장이 적정한 보험료 수준에 공급되어야 한다. 통상 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동 보험이 제공하는 보험보장 총액(보험금 총액)과 동 보험가입자가 속한 위험그룹의 전체 보험료 

부담 총액이 일치하도록, 그리고 동일한 위험그룹 내에서 개별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험보장액의 

기댓값과 개별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일치하도록 산출된다.11  이러한 계산과정은 해당 보험

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정을 통하여 보험료를 계산

하나, 이는 보험가입자가 기대(예상)하는 보험료 수준과 다를 수 있다. 

축산농가와의 간담회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CVM을 이용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

하여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위험선호도, 사육두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제시된 보험료 수준보다 축산농가의 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낮은 가축질병보험 

가입률의 원인이 홍보 부족, 새로운 정책에 대한 거부감 등 보험료 이외의 요인에 있을 수 있는 가능

10  이러한 요율체계를 예정요율제도(Schedule Rating Plan)와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Plan)라 한다. 

11  보험요율산출원칙에서 전자는 수지균등의 원칙, 후자는 급부반대급부의 원칙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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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시해준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축산농가의 지불의사금액이 소규모 축산농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축산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농장의 개별적 위험 특성을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점검요율제도와 사후적으로 보험가입실적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험요율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보험가입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년간 손해율

을 기준으로 50% 할인 또는 100% 할증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에 대

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가 궁극적으로 수의사에 의한 체계적인 질병관

리로 폐사율·사산율 감소, 분만율 증가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 증가에 기여

한다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수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의사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모든 농촌지역의 산업동물(소축

종, 돼지, 닭 등) 수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12  동 보험제도가 수의사의 임

상진료 서비스를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사 확보가 성공의 열쇠이기 때

문이다. 

한편, 시범사업  실시 1년 경과시점에서 낮은 가입률로 인해 충분한 수의 표본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보험가입확률 추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소득변수에 대한  무

응답률이 높아 이를 제외하고 지불의사금액이 추정되었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일부 지역 축협 동물병원의 수의사 채용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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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ck farms are getting attention as the primary propagation medium of HPAI.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duck farms’ characteristics on the oc-
currence of HPAI. We classified duck farms’ characteristics into farm manage-
ment method, facility status, and location type, and selected 25 variables related 
to them. We used survey data from 715 duck farms for our research. We con-
ducted an overdispersion test to choose a proper model. The test result showed 
that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as more appropriate than a Poisson 
regression model. The simulation of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the incidence of HPAI was higher in farms with a high gross mar-
gin,  large breeding scale, and increasedmortality. In farms where shipment and 
manure vehiclesentered their premises, the occurrence of HPAI increased. In ad-
dition, the occurrence of HPAI rose in areas where many farms were clustered 
and in farms where roads and feed manufactures were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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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역사는 타 축종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그  사육규모나 생산액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오리 생산액은 1990년 375억 원에서 2011년 1조 3,966억 원까지 이르러 연평

균 7.21%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오리산업은 2011년 이후 해마다 발생하는 HPAI의 여파

로,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에 직면하여 크게 위축

되었다. 이에 오리 생산액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0.39%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국

가통계포털, 농림업생산지수).

  HPAI는 2003년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까지 총 8차례나 발생하였다. 2000년대에는 간헐적으

로 발생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년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을 포함한 연관산업의 피해는 

매우 막대하다. 축종별 HPAI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차(2003년)부터 3차(2008년)까지의 발생은 

오리농장보다 닭농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4차(2011년)의 경우, 오리농장의 발생사례

가 급격히 증가하여 닭농장 발생건수의 3배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  5차(2014/15년), 6차(2016

년)와 8차(2017/18년)에서도 오리농장의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과거 8차례 HPAI 발생에서 닭농

장의 발생건수는 총 474건이었으나 오리농장은 총 556건으로 나타나, 오리농장의 발생건수가 닭

농장의 발생건수보다 1.2배 수준으로 많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전체 가금농장 중에서 닭농장

이 오리농장보다 약 5배 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리농장의 HPAI 발생건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HPAI가 오리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리가 HPAI 전파매개체로 지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리의 특성상 닭에 비해 잠복기가 길고 무증상 감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되고 있다(송창선 2015). 한편, 오리의 생태적 특성보다는 오리농장의 사육시설이 열악하여 차단

방역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지인배 외 2019). 또한 안미란 외(2019)는 오리

농장의 HPAI 발생은 농장의 사육규모, 농장과 도로, 도압장,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등의 영향을 받

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Kim et al.(2018)은 오리농장의 HPAI 발생은 500m 내의 농장 

유무, 분뇨처리방식, 농장주 사육경력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오리농장의 

HPAI 발생 요인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HPAI 발생과 확산은 특정된 개별 요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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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된다. 따라서 오리농장의 HPAI 발생 요인을 농장의 사

육시설, 운영방식, 입지유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오리농장의 HPAI 발생빈도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Kim et al.(2018)과 안미란 외(2019)는 비록 오리농장의 HPAI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연구는 HPAI 발생 여부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따

라서 HPAI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못하여 데이터 손실 우려가 있으며, 종오리를 제외한 육용오리농

장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리농장 전부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Yupiana et al.(2010)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인도네시아의 HPAI 발생건수 자료를 활

용하여 사육규모, 인구밀도, 도로밀도가 HPAI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포아송 회귀모

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대산포(overdispersion)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 포아송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제약조건이 따르지만, HPAI 발생

과 같은 현실 자료에서 과대산포 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과대산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아송 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편의가 발생한다(Cox 1983). 이에 실증모형 

구축에 앞서 과대산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대산포 현상이 존재하면 포아송 회

귀모형보다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리농장과 관련된 특성을 시설현황, 운영방식, 입지유형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오리농장의 HPAI 발생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오

리농장의  HPAI 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농장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오리농장의 HPAI 방역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오리농장의 HPAI 발생건수를 반

영한 통계분석기법을 적용하며, 과대산포 검정을 통해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 중 보다 

적절한 실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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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2.1.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 PRM)

  HPAI 발생건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가산자료(countable data)로서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비음정수(Non-negative Integer)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가산자료의 분

포는 비대칭 분포(skewed distribution)를 이루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서로 비선형관계

를 가진다. 따라서 가산자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할 때, 가산자

료에 적합한 분포함수를 가진 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의 

경우 주로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는데, 이는 가산자료가 포아송 분

포를 따른다는 전제조건을 따른다. HPAI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가산자료의 포아송 분포는 식 (1)

과 같은 확률밀도함수로 표현된다.

(1)                               


 



      ⋯

여기서 는 종속변수이며,   는 기간 동안 각 농장에서 HPAI가 발생한 건수의 확률

을 의미한다. 는 포아송 분포의 모수로서 HPAI 발생건수의 평균과 분산을 의미한다.

  포아송 회귀모형은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종속변수의 기댓값이 설명변수와 선형결합된다고 가

정한 모형이다(De Jong et al. 2008; 정재풍 외 2014). 따라서 포아송 회귀모형은 의 평균값인 

와 설명변수 들 간의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형태로 표현되며 식 (2)와 같다.

(2)                                             exp  

여기서      …   는 회귀계수의 벡터이다.

이와 같은 포아송 회귀모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평균과 분산은 같다’는 균등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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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dispersion)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균등산포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3)과 같다.

(3)                                          

2.2.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Model: NBRM)

  포아송 본포는 특성상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가산자료는 이러

한 기본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분산이 평균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나

타나는데, 이를 과대산포(overdispersion)라고 한다. 과대산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가산

자료의 0의 빈도가 포아송 분포에서 예측되는 0의 빈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과대산포 현상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할 경우,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Cox 1983). 따라서 실제 가산자료가 포아송 분포의 기본가정

을 위배할 경우,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han et al. 2011).

  음이항 분포는 이분산성을 허용하는 분산함수로서 가산자료의 이분산성을 허용하는 장점이 있

다(Cameron et al. 1986; 남영은 외 2018 재인용). 음이항 회귀모형은 종속변수 가 음이항 분포

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하며, 그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4)                        

  
  


  



       ⋯

여기서 는 과대산포 모수(overdispersion parameter)이며,   이면 평균과 분산이 같은 균

등산포의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음이항 분포는 포아송 분포와 같아진다.

음이항 분포의 평균은 포아송 분포의 평균과 같으며, 분산은 
  만큼 더 커지게 된다.

(5)                                          

      

  포아송 회귀모형의 식 (3)은 설명변수에 의한 영향이 오차 없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형태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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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항 회귀모형은 포아송 회귀모형에 과대산포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가산자료의 평균값의 이질

성(heterogeneous))를 반영하는 모수 를 추가한 모형이다.

(6)                              exp    expexp

2.3. 과대산포 검정(Test for Overdispersion)

  포아송 모형과 음이항 모형 중 보다 적절한 분석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가산자료에 과대산포가 존

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과대산포 존재유무에 대한 가설은 다음의 식 (7)과 같다. 

(7)                               ≻ 

  과대산포 모수 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과대산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음이항 

회귀모형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검정방법은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Wald 검정, 스코어 검정(score test) 등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는 우도비 검정을 사용하였다

(정재풍 외 2014). 우도비 검정을 위한 검정통계량은 식 (8)과 같으며, 이는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Chi-Square)분포를 따른다. 

(8)                       ln  ln ∼ 


여기서  은 음이항 회귀모형,  은 포아송 회귀모형의 우도비 값(Likelihood ratio)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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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자료 및 변수선정

3.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오리농장 특성이 HPAI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에서 추진한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950개 조사 농가 중 일부 

누락된 농가를 제외하여, 사용 가능한 농가 자료는 총 715개였다. 본 연구는 715개 농가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HPAI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농장의 운영방식, 시설현황, 입지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총 25가지 농장 특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장의 운영방식은 연간 총 조수익, 후계농 유무, 고용인력, 사육경력, 사육축종(종오리 또는 육

용오리), 사육마릿수, 폐사율 자료이다. 농장의 조수익은 오리의 사육마릿수와 마리당 경비, 회전수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조수익이 높은 농장은 사육마릿수와 회전수가 많기 때문에 HPAI 발생 위

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마리당 경비는 출하오리의 품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품

질의 오리는 사육관리가 좋고, 이는 HPAI 발생 위험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농장에 후계농이 있

을 경우는 농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장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

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계농의 유무는 HPAI 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된다. 농장 출입 인원의 증가는 HPAI 바이러스의 노출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농장의 고용인원 수 

자료를 고려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사육경력이 HPAI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Kim et al. 

2018), 사육축종과 사육마릿수는 HPAI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안미란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농장의 시설현황은 축사형태(비닐하우스형, 트러스형, 샌드위치 패널형, 기타 시설), 축사 환기

방식, 축산차량(사료차량, 출하차량, 분뇨차량) 축사 내부 진입 여부, 그리고 분뇨처리 방법 등을 고

려하였다. 비닐하우스형 축사형태는 설치비용이 낮아 투자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어, 남부지역의 대

부분 농가들은 비닐하우스형 축사를 이용하여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형 축사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자연식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취약하여 HPAI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축사형태와 HPAI 발생과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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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각 축사형태에 대한 자료를 더미변수로 고려하였으며, 비닐하우스형 

시설을 기저변수로 활용하였다. 

  축산차량은 HPAI 전파의 매개체로 지목받고 있는데, 이는 HPAI 발생 농장에 방문한 차량이 타 

농장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HPAI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박선일 외 2016). 이렇듯, 축산차량

이 농장 내부에 진입하면 농장 외부에 머무를 때보다  HPAI 감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사료차량, 출하차량, 분뇨차량이 축사 내부에 진입함에 따라 HPAI 발생은 어떠한 영향을 받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농장의 분뇨처리 방법은 위탁계약과 자가처리 방법이 포함된다. 위탁계약은 외부의 전문 분뇨처

리업체가 분뇨를 가져가는 방식이며, 자가처리는 주로 농장주가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인근 농

경지에 살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뇨처리 방법에 따라 오리농장의 HPAI 발생빈도가 차이 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오리농장에 대한 환기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경

우 축사 내부에는 가스가 차오르면서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축사 내부에 대한 환기는 

청결한 내부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환기방식을 기계식이 아닌 자연식을 이용할 경

우, 오리들은 외부의 찬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축사의 

환기방식을 자연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계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HPAI 발생 위험성은 달라질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기방식에 관한 변수를 고려하였다.

  HPAI는 급성전염병으로서 한번 발생하면 인근 농장에 쉽게 전파되며, 농장 간 인접 정도는 

HPAI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Wang et al. 2014). 이에 특정 범위에 농장 수가 많을수록 농장의 인접

성이 높아짐에 따라 HPAI 확산에 따른 피해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

정 범위에서의 농장 분포가 HPAI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현행 방역지역인 예찰지역(항

원 검출농장 500m 이내), 보호지역(500m~3㎞), 예찰지역(3~10㎞)의 농장 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Pfeiffer et al.(2007)과 Martin et al.(2011)은 각각 베트남과 중국의 HPAI 발생사례로 

HPAI 전파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해발고도가 HAPI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농장의 해발고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HPAI 최초 발생은 철새 이동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농장과 철새도래지와의 거리도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

이다. 또한 축산차량이 HPAI 매개체로 지목받는 것은 HPAI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전파



음이항 회귀모형을 이용한 오리농장의 HPAI 발생 요인 분석 33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안미란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농장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Arc GIS를 활용하여 개별 오리농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철새도래지, 하천, 도로, 사료업체, 도압

장과의 거리 정보를 취합하여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3.2. 기초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오리농장의 HPAI 발생건수이다. 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농장

의 HPAI 발생건수로서 0건, 1건, 2건 등 정수의 형태를 가진다. 조사결과, 해당 기간 동안 오리농장

당 평균 HPAI 발생건수는 0.26건이며, 가장 많이 발생한 농장은 3건으로 나타났다.

  오리농장의 연간 총 조수익은 평균 1억 5,597만 원이며, 전체 농가 중 19%의 농가가 후계농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당 평균 고용인원은 1.96명이며, 농장주의 평균 사육경력은 12.72년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용오리농장은 650개, 종오리농장은 65개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오리농가

의 91%가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의 평균 사육마릿수는 1만 6,480마리이며, 

폐사율은 평균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농장의 축사형태 중 비닐하우스 형태가 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샌드위치 

패널형은 15%, 트러스형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차량의 축사 내부 진입 여부를 살펴보면,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출하차량은 89%를 차지하였다. 사료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한 비중은 88%

이며, 분뇨처리차량은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축산차량들이 농장 내부

로 진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가 79%를 차지하여 자가처리하는 농

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식 환기방식을 활용한 농장은 61%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오리농장으로부터 500m 내에 위치한 농장 수는 평균 1.67개이며, 3km 내에 위치한 오리농

장은 평균 5.79개, 10km 내에 위치한 오리농장은 평균 25.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농장의 평

균 해발고도는 81.68m였다. 농장과 철새도래지와의 평균 거리는 24.15km이며, 하천과의 평균 거

리는 0.66km, 2차선 도로와의 평균 거리는 0.75km, 사료업체와의 평균 거리는 4.39km, 도압장과

의 평균 거리는 13.93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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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ean Std.Dev. Min Max 단위

종속변수 HPAI 발생빈도 0.26 0.54 0 3 건

운영방식

연간 조수익 155.97 164.24 7.00 1,700.00 백만 원
후계농 유무 0.19 0.39 0 1 더미변수
고용인원 수 1.96 1.47 1.00 30.00 명
육용오리 여부 0.91 0.29 0.00 1.00 더미변수
농장주의 사육경력 12.72 6.71 1.00 43.00 년
농장 사육마릿 수 16.48 9.46 1.30 80.00 천 마리
오리 폐사율 1.97 2.73 0.00 50.00 %

시설
형태

비닐하우스형 시설 0.76 0.43 0.00 1.00 더미변수
트러스형 시설 0.08 0.27 0.00 1.00 더미변수
샌드위치 패널형 시설 0.15 0.36 0.00 1.00 더미변수
기타 시설 0.01 0.07 0.00 1.00 더미변수

시설
형태

사료차량 축사 진입 여부 0.88 0.33 0.00 1.00 더미변수
출하차량 축사 진입 여부 0.89 0.32 0.00 1.00 더미변수
분뇨차량 축사 진입여부 0.78 0.42 0.00 1.00 더미변수
분뇨위탁처리 여부 0.79 0.41 0.00 1.00 더미변수
환기방식(기계식 여부) 0.61 0.49 0.00 1.00 더미변수

입지
유형

500m 내의 농장 수 1.67 1.06 1.00 6.00 개
3km 내의 농장 수 5.79 4.79 1.00 26.00 개
10km 내의 농장 수 25.41 22.12 1.00 94.00 개
해발고도 81.68 101.74 3.00 740.00 m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24.15 13.50 0.56 93.22 km
하천과의 거리 0.66 0.69 0.00 5.56 km
도로와의 거리 0.75 0.72 0.01 4.41 km
사료업체와의 거리 4.39 3.59 0.07 16.26 km
도압장과의 거리 13.93 10.071 0.11 72.04 km

표 1.  오리농장 특성의 기초통계량(N=715)

3.3. 변수선정 및 다중공선성 진단

  오리농장의 HPAI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만큼 실증모형에 포함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

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설명변수를 자료의 수집가능 여부에 따라 임의로 선택한 후, 변수별 유의

성에 따라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선정 방법은 꼭 필요한 변수

를 모형에서 누락(omission variable)시키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inclu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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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levant variables)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변수로 인해 실증모형의 설정오류를 범하

게 된다. 적절한 설명변수가 모형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설명변수가 모형에 포함된다면, 오차

항의 분산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고 추정계수에 편의가 발생하며,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잘

못된 추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적절한 변수를 선

정하기 위해 후진제거 방법(backward elimination)2을 이용하였다.

  변수선정 결과, 운영방식 특성 중 연간 조수익, 사육경력, 사육축종, 사육마릿수, 폐사율 등 5개 

변수, 농장의 시설현황 중 트러스형, 샌드위치 패널형, 기타 시설형태, 출하차량과 분뇨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 분뇨처리방식 등 6개 변수가 선정되었다. 입지유형 중은 500m와 3km 내의 농장 수, 농

장의 해발고도, 농장과 도로, 사료업체와의 거리 등 5개 변수가 선정되어 총 16개 변수를 모형에 포

함시키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하여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을 추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VIF값은 

1.1140∼2.8260의 범위로 나타나, 5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이는 설명변수들은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변수명 선정 여부 분산팽창지수(VIF)

운영방식

농장의 연간 조수익 ○ 1.5657
후계농 유무 × 1.1140
고용인원수 × 1.5753
육용오리 여부 ○ 1.3743
농장주의 사육경력 ○ 2.2265
농장 사육마릿 수 ○ 1.3843
오리 폐사율 ○ 1.6022

시설현황

비닐하우스형 여부 × (기저변수)
트러스형 여부 ○ 1.4042
샌드위치 패널형 여부 ○ 1.3556
기타 시설 여부 ○ 1.3068

표 2.  설명변수 선정결과

2 후진제거 방법(backward elimination)은 우선 모든 설명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

tion coefficient)나 t값 또는 F값을 활용하여 가장 유의성이 작거나 기여도가 낮은 변수를 한 개씩 단계별로,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을 때까지 제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이종원 2016: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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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변수명 선정 여부 분산팽창지수(VIF)

시설현황

사료차량 축사 진입 여부 × 1.1989
출하차량 축사 진입 여부 ○ 1.2049
분뇨차량 축사 진입여부 ○ 1.2834
분뇨위탁처리 여부 ○ 1.8021
환기방식(기계식 여부) × 1.1436

입지
유형

500m 내의 농장 수 ○ 1.2314
3km 내의 농장 수 ○ 2.7970
10km 내의 농장 수 × 2.8260
해발고도 ○ 1.4517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 1.3775
하천과의 거리 × 1.1385
도로와의 거리 ○ 1.2126
사료업체와의 거리 ○ 1.4835
도압장과의 거리 × 1.7567

4. 분석 결과

  오리농장의 HPAI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음이항 회귀모형의 과대산포 모수

인 값은 1.1076으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오리농장의 HPAI 발생건수 자료는 분산이 평균보다 더 큰 과대산포 문제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아송 회귀모형보다 음이항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3 

분석결과는 농장의 운영방식, 시설현황, 입지유형 등의 특성을 반영한 24개 변수를 모두 포함한 완

전모형(Full model)과 후진제거법을 통해 선정된 16개 변수만을 포함한 축소모형(Reduced 

model)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음이항 회귀모형의 완전모형(Full model)과 축소모형(Reduced model) 중 어떤 모형이 보다 타

당한지는 log likelihood 값, AIC와 BIC 값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log likelihood 

3 본 연구는 포아송 회귀모형도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회귀 계수 값의 크기나 부호(방향),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은 음이항 회

귀모형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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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보다 크고, AIC와 BIC 값이 보다 작은 모형일수록 적합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og 

likelihood 값은 완전모형에서 –369.434, 축소모형(Reduced model)에서 –371.266으로 나타나, 축

소모형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리고 AIC와 BIC 값은 완전모형에서 790.868과 909.747로 나

타난 반면, 축소모형에서는 각각 778.532와 860.833으로 더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og 

likelihood 값은 완전모형이, AIC와 BIC 값은 일부 변수를 제외한 축소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으

로 나타났다.

  음이항 회귀모형의 완전모형과 축소모형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계수 값의 부호는 서로 일치하

지만 그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완전모형에서는 농장의 조수익, 사육마릿수, 폐

사율, 트러스형 축사, 출하차량, 분뇨차량, 분뇨처리, 500m와 3km 내의 농장 수, 농장과 도로와의 

거리 등 10개 변수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소모형에서는 이

러한 변수뿐만 아니라 사육축종과 농장주의 사육경력, 해발고도, 농장과 사료업체와의 거리 변수를 

포함하여 총 16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항 회귀모형의 축소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오리농장의 조수익이 1백만 원 증가할 때 오리

농장의 HPAI 발생건수는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에 관한 변수는 더미변수이며, 종

오리를 기저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축종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육용오리 대비 종오리의 

HPAI 발생건수가 64.38%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장주의 사육경력이 1년 많을수록 오리농장

의 HPAI 발생건수는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농장주의 사육경력이 긴 농장

은 농장 시설환경이 사육경력이 길지 않은 오리농장에 비해 낙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원인으

로 판단된다. 한편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농장주의 사육경력과 HPAI 발생은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Kim et al(2018)은 

43개 육용오리농장에 국한하여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육용오리뿐만 아니라 종오리도 포함하여 

총 715개 농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분석대상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4 그리고 농장 사육마릿수가 1천 마리 증가할 때 HPAI의 발생건수는 1.83%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Gilbert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Gilbert et al.(2006)은 태

국의 자유방목 오리의 사육규모와 HPAI 발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오리의 사육마릿수 증가

는 HPAI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고 제시하였다. 오리의 폐사율이 1% 높으면 HPAI의 발생건수는 

4 육용오리농장의 평균 사육경력은 12.39년인 데 반해 종오리농장의 평균 사육경력은 15.8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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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시설 중 샌드위치 패널형이나 기타 형태의 시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으

나, 트러스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닐하우형 축사에 비해 트러스형 축사인 

농장의 HPAI 발생건수는 103.81%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음성이나 안성 등 트러스형이 

많은 중부지역에서 HPAI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 비닐

하우스형 축사가 HPAI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사료차량 농장 내부 진입 여부

는 HPAI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출하차량과 분뇨차량의 진입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차량과 분뇨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가 진입하지 않을 때보다 

HPAI 발생건수가 각각 177.87%, 147.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하차량과 분뇨차량의 

농장출입이 HPAI 확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뇨처리 방식도 HPAI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위탁처리 농가의 HPAI 발생건수는 자가처리 농가에 비해 123.65%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처리업체가 여러 오리농장을 돌며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HPAI 전파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Full model Reduced model

 exp()  exp()

상수 -4.4010 *** 0.0123 -4.5040 *** 0.0111

운영
방식

조수익 0.0010 ** 1.0010 0.0010 ** 1.0010
후계농 -0.0716 0.9309 - -
고용인원 0.0242 1.0245 - -
축종(육용오리=1) -0.3686 0.6917 -0.4404 * 0.6438
사육경력 0.0163 1.0164 0.0188 * 1.0190
마릿수 0.0175 ** 1.0177 0.0181 ** 1.0183
폐사율 0.0561 *** 1.0577 0.0485 *** 1.0496

시설
현황

트러스형 시설 0.6963 ** 2.0063 0.7120 *** 2.0381
샌드위치 패널형 시설 0.2458 1.2786 0.2685 1.3080
기타 시설 0.6128 1.8456 0.5328 1.7037
사료차량 0.0892 1.0933 - -
출하차량 0.9353 ** 2.5480 1.0220 ** 2.7787
분뇨차량 0.8892 ** 2.4332 0.9070 ** 2.4769
분뇨처리(위탁처리=1) 0.7636 *** 2.1460 0.8049 *** 2.2365
환기방식 0.0090 1.0090 - -

표 3.  음이항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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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특정 농장을 기준으로 500m 내에 농장이 1개 더 많으면 HPAI 발생건수는 11.94% 높아지며, 

3km 내에 1개 더 많으면 HPAI 발생건수는 8.11%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부터 농장 분

포가 밀집될수록 HPAI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농장 간 전파 우려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feiffer et al.(2007)과 Martin et al.(2011)의 분석결과와 같이, 농장의 해발고도는 HPAI 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발고도가 1m 높을수록 HPAI 발생건수는 0.27% 감

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장과 도로, 사료업체와의 거리는 HPAI 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근 도로와 1km 가까워질수록 HPAI 발생건수는 29.38% 증가하며, 사료

업체와 1km 가까워질수록 HPAI 발생건수는 6.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로와 

가까운 농장일수록 HPAI 발생우려가 높은 분석결과는 한국을 대상으로 HPAI 전파 요인을 분석한 

안미란 외(2019), 태국의 HPAI 전파 요인을 분석한 Paul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변수
Full model Reduced model

 exp()  exp()

입지
유형

농장 500m 내 농장 수 0.0999 * 1.1051 0.1128 * 1.1194
농장 3km 내 농장 수 0.0773 *** 1.0804 0.0780 *** 1.0811
농장 10km 내 농장 수 -0.0511 0.9502 - -
해발고도 -0.0024 0.9976 -0.0027 * 0.9973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0.0130 0.9871 - -
하천과의 거리 0.1231 1.1310 - -
도로와의 거리 -0.3278 ** 0.7205 -0.3479 ** 0.7062
사료업체와의 거리 -0.0511 0.9502 -0.0659 ** 0.9362
도압장과의 거리 -0.0130 0.9871 - -

 1.1076**

log likelihood -369.434 -371.266

AIC  790.868  778.532

BIC  909.747  860.833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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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최근 들어 HPAI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오리농장에서의 발

생빈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오리 휴지기제 도입 등 오리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오리농장

의 HPAI 발생이 잦은 것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리농장의 운영방식, 사육시설, 입지유형 등 농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오리농장의 HPAI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이에 HPAI 발생빈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두 모형 중 보다 적절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농장의 

운영방식, 사육시설, 입지유형 등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포함한 완전모형(Full model)과 후진제거

법에 의해 선정된 변수만을 포함한 축소모형(Reduced model)을 구축하여 두 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오리농장의 HPAI 발생빈도 자료에는 과대산포 문제가 존재하여 포아송 회귀모형보다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항 회귀모형의 축소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오리농장의 조수익이 많을수록, 종오리농장일수록, 농장주의 사육경력이 길수

록, 농장의 사육마릿수가 많을수록, 폐사율이 높을수록 HPAI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수익이 높은 농장일수록 오리 사육마릿수가 많고,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위

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오리농장의 HPAI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종오리의 사육기간이 육

용오리의 사육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농장소독과 청소의 빈도가 적게 이루어지는 등 사육환

경이 더 안 좋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장주의 사육경력이 길수록 HPAI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사육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농장의 건축연도도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고, 소독이나 방역시설, 방역

의식의 미흡으로 인해 HPAI 발생건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폐사율과 

HPAI 발생빈도가 양의 상관관계로 추정된 것은 쾌적한 사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거나 사육기

술이 낮은 것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오리농장의 HPAI 사전예방을 위

해 조수익, 종오리농장, 사육경력, 사육규모와 폐사율이 높은 농장일수록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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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의 시설현황 중 트러스형 시설 농장이 HPAI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성과 

안성 등 중부의 오리 밀집사육지역에서 HPAI가 많이 발생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한 트러스형 시설이 상대적으로 보온이나 차단방역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트러스형 시설 

농장은 정기적인 소독과 세척을 통해 HPAI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샌드

위치 패널형 시설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하차량과 분뇨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경우, 

HPAI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축산차량에 의한 HPAI 전파 위

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장 방문 차량에 대한 방문기록을 작성하고, 차량의 

출입관리를 강화하여 차량의 농장 진입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강화하여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분뇨처리 

방식에 있어서 자가처리에 비해 위탁처리 방식이 HPAI 발생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위탁처리업체가 여러 농장을 돌며 분뇨를 가져가 처리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뇨위탁처리업체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농장의 입지유형에서 500m와 3km 내의 농장 수가 많을수록 오리농장의 HPAI 발생빈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500m 범위가 3km 범위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HPAI는 농장의 인접 정도 또는 밀집도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농장의 분포가 밀집될

수록  HPAI 발생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장일수록 

HPAI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HPAI 발생농장과 도로, 사료업체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HPAI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리농장 밀립지역에 대한 예

찰 강화와 집중관리지역 지정 등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오리농장의 HPAI 발생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오리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크

나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오리농장의 HPAI 발생이 잦은 것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장의 시설현황, 운영방

식, 입지유형 등을 세분화하여, HPAI 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오리농장에 

대한 HPAI 방역 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가 오리농장의 방역 강화와 오리산업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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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국내 과일 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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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may have caused a structural change in Korea’s fruit demand. We simulated the 
LA/IAIDS model using monthly data from 2000 to 2019 to analyze changes in-
domestic fruit demand caused by the enforcement of the law. According to the 
LA/IAIDS result, its implementation resulted in structural changes in apples and 
pears, decreasing own-price flexibility. The price volatility of apples and pears 
has also widen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concludes that policy en-
forcement has worsened domestic orchards’ management stability by inducing 
structural changes in demand for apples and 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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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올해로 도입 4년을 맞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

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경조사 등의 특별한 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 감사

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뇌물의 음성적 제공 및 부패 유발 수

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선이 확산되며 청탁금지법이 등장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학교법인, 언론인과 그 배우자 등까지 폭넓게 적

용되며, 핵심은 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 1원의 금품도 받을 수 없도

록 강력하게 규제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 부조금을 주고받는 경

우에만 그 허용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이다.1  따라서 이 법의 시행

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온정을 나누던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는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

다.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요에서 선물 및 접대용 수요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2  법 시행은 농축산물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다(김창환·김민주 2017). 이

에 2018년 1월 17일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가액 기준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8a).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

계에서의 금품 수수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농축산화훼업자의 비율은 65%에 달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8b).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농축산

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은 법 시행 전후 농축산물 가격, 거

래량 등을 분석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 이용선 외(2016)는 법 시행 전인 2016년과 시행 후 시점인 

2017년 농축산물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법 시행 이후 한우 가격은 15.2%, 사과와 배의 가

격은 12~16% 감소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김광석 외(2015)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 및 접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12268#0000>. 검색일: 2020년 8월 11일.

2  이용선 외(2017)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선물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농식품(57.1%)이었다. 농산물 중에서

도 과일류와 축산물은 특히 선물용 소비 비중이 높다. 2016년 사과와 배의 전체물량 중 선물용의 비중은 각각 43%, 64%였고, 한우

의 경우 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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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요 감소 폭이 1% 이하로 매우 작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제도 변화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강진희 2017), 청탁금지법 또

한 선물과 접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청탁용 선물 수요는 물론 일반적 선물에 대한 

수요 또한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2018b) 설문조사 결과, 피설문자 중 일반 국민

의 64.5%, 공무원의 82.0%, 교육계 종사자의 83.3%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존의 선물 및 접대 

관행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마정근(2016)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의 적

용 범위를 오해하고 지나치게 위축된 생활을 해 내수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김범준 외(2019)는 일별 산지, 도매, 소매가격을 이용한 VAR 모형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 가격에 일탈이 발생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농축산물의 가격 및 거래금액 등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에 미친 비가시

적인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농축산물의 큰 가격 변동성이 농가소득 불안정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김치운·양승룡 2017), 청탁금지법이 농축산물 수요 구조

를 변화시켜 가격 변동성 위험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한편, 사과와 배를 비롯한 선물용 과일은 한우보다 선물용 소비 비중이 높다(이용선 외 2017). 또

한 과일은 육류보다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고 있어 품목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하다. 따라서 청탁금지

법은 과일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물용 과일의 소비행태를 크게 변화시키며 과일 

수요함수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구조변화 이후 특정 품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면, 해당 품목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격 변동 위험에 더욱 

취약한 수요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생산 농가는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 등으로 과일 생산 농가에 가중되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

탁금지법이 과일 수요 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과일을 구분하고,3  법 시행이 

선물용 과일 품목별 수요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선물용 과일과 일반 과일

의 탄력성 변화에 주목하여 구조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과일 수요함수 

구조변화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이러한 구조변화가 과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

3  본 연구에서 선물용 과일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만감류로 정의한다. 이상 5개 품목들은 2019년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설문조사

에서 소비자들이 당해 추석에 선물용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한 품목들이다(농촌진흥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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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과일 산업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겠다. 

2. 분석 방법 및 자료

2.1. LA/IAIDS 모형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함수 구조변화를 확인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LA/IAIDS(Linear Approximated Inverse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사용하여 

과일류의 품목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과일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품목 중 하나로, 사전에 정해진 공

급량에서 시장 청산이 이루어지므로 수요 분석에 역수요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이용선 외 

2014). 또한, 공급정책에 따른 가격변화 분석 시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화를 추정하는 일반 수요

함수보다 더 적합하다. 역수요함수 모형 중에서도 IAIDS(Inverse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은 수요함수에 부과되는 여러 이론적 제약조건들을 부과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Eales 

and Unnevehr 1988).  IAIDS 모형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ln   ln    ( 단 ln     ln      ln ln )
식 (1)에서 는 소비 품목을, 는 시간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품목의 기 소비량, 기의 

총지출액에서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을 나타내며 는 출하규모를 나타내는 물량지수이다. 

   는 소비자의 지출(효용)함수와 관련한 파라미터이다.

식 (1)의 ln  에 스톤(Stone)의 수량지수( ln   ln )를 대입하면, LA/IAIDS 모형을 얻

을 수 있다. Eales and Unnevehr(1994)는 스톤 물량지수 산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시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의 지출 비중을 적용한 물량지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경수·안병

일(2020)은 전기 소비 지출을 반영한 스톤의 수량 지수가 과일 소비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았다. 식 (2)는 LA/IAIDS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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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n  ln   ( 단 ln     ln )
과일의 계절성을 조정하기 위한 더미변수와,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와 FTA 시행 효과를 분리

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식 (3)을 도출하였다.

(3)      ln   ln        ⋯      
식 (3)에서  ∼은 과일 소비의 계절성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월별 더미변수이고 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시점4 에 대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FTA 시행은 전체 과일 시장에서 

수입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과일 소비 구조를 변화시켰을 수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과일 

수입액 중 미국산의 비중은 약 38.3%로 가장 컸다(관세청 2018). 또한 절편에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더미변수 을 추가하였다. 더미변수 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9

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1의 값을 갖고,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0의 값을 갖는다.5  

어떤 품목의 방정식에서 더미변수 의 파라미터가 유의미하게 추정되면, 해당 품목 수요에 청

탁금지법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요함수 구조변화 분석에 앞서 

식 (3)의 LA/IAIDS 모형을 추정하며 청탁금지법이 과일 품목별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LA/IAIDS 모형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함수 구조변화 양상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함수 구조변화 분석에는 선행연구가 사용한 모형을 적

용하겠다. IMF 시행 이후 육류 수요함수의 구조변화를 분석한 김혜영·김태균(2003)은 IMF 관리

체제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통상적인 LA/IAIDS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 변수에 결합한 모형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과일 수요함수 신축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더

미변수 을 식 (3)의 기울기 변수에 결합한 모형을 사용한다. 식 (4)는 구조변화를 감안한 

LA/IAIDS 모형이다.

4  한·미 FTA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5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선물 수수가 원천 불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 시행 전후 

선물용 과일 수요 구조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개정에 의한 과일 선물 가액 기준 변동

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더미변수로는 1개 변수( ) 만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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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n    ln
       ⋯      

 LA/IAIDS 모형에는 다음의 제약조건을 부여하였다.

(5)             ( 단, ≠ )
        
                

                                
구조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통상적인 LA/IAIDS 모형과 구조변화를 감안한 LA/IAIDS 모형을 이

용하여 수요함수의 신축성을 도출하는 식은 <표 1>과 같다. 와 는 각각 가격신축성(Price 

Flexibilities)과 규모신축성(Scale Flexibilities)을 나타낸다. 는 크로네커 델타(Kronecker delta)

로   이면   이고, ≠이면   이다.  는 분석대상 기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표 1.  모형별 신축성 공식

모형 기간 가격 신축성 규모신축성

구조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모형 전체    

     


구조변화를
감안한 모형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자료 : 저자 작성.

각 모형은 식 (5)에 의해 가산합(Homogeneity)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임의의 n번째 방정식을 

제외한 n-1개의 방정식만을 동시에 추정하고, 마지막 n번째 방정식의 파라미터들은 추정 결과를 바

탕으로 계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입산 과일의 수요 방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방정식을 추정한다.



청탁금지법이 국내 과일 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 51

LA/IAIDS 모형은 표면상무관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또는 삼단계최소

제곱법(Three Stage Least Squares: 3SLS)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Alston et al. 1994). 

LA/IAIDS 모형의 설명변수인 물량변수가 외생변수인 경우, 모형 추정에 SUR을 사용하는 것이 적

합하다. 반면, 설명변수인 물량 변수 중 어느 하나라도 내생 변수가 존재한다면 모형 추정에 3SLS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추정방법이다(김혜영·김태균 2003;  지정훈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체계 모형의 적절한 추정 방법을 판단하고자, SUR 방법과 3SLS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추정

계수를 바탕으로 Hausman’s specification test를 실시하며 설명변수의 내생성 존재 여부를 검정하

고자 한다(Hausman and Taylor 1981).

2.2. 가격 변동성 변화

<그림 1>의 두 그래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특정 품목의 수요함수의 자체가격신축성 값에 차

이가 발생한 상황을 나타낸다. 를 최초의 수요함수라 할 때, 는 에 비해 비신축적인 수요함

수이고 는 에 비해 신축적인 수요함수이다. 여기서 기준물량과 기준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공급곡선이 같은 폭으로 이동하면 그에 따른 가격 증감폭은 수요곡선의 신축성에 의해 결정된

다. 예를 들어, 공급곡선이 에서 로 이동할 때 비신축적인 수요함수  하에서 균형가격 로

부터의 변화분 은 신축적인 수요함수  하의 변화분  보다 작다. 공급곡선이 에서 로 이

동하는 경우 역시,  하에서 로부터의 변화분 은  하에서의 변화분  보다 작다.

그림 1.  수요함수별 공급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폭 (단,    ′     )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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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시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요함수가 더욱 신축적으로 구조변화했다면, 해당 품목의 수요 

구조는 물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정학균 외(2009), 안병

일·김정호(2002) 또한 가격의 변화폭이 클수록 가격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가격 변동 위험이 커진다

고 보았다. 정원태 외(2017)는 가격 변동성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가격변

동계수를 계측하였고, 변동계수가 클수록 가격 변동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 또한 법 

시행 이후 선물용 과일의 가격 변동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시행 전후 품목별 연평균 가격변

동계수6  및 연평균 가격분산7 을 계측하였다. 법 시행 전 연평균 가격변동계수 및 연평균 가격분산 

분석은 200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기간에 대해 진행하였고, 법 시행 후 연평균 가격변동계수 

및 연평균 가격분산 분석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진행하였다. 

2.3.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전체 과일 시장을 사과, 배, 만감류, 포도·복숭아, 국산 기타 과일, 수입산 과일의 6개 군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입산 과일을 제외한 군은 모두 국산 과일로 구성하였다. 만감

류에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산 기타 과일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선물용 

과일(사과, 배, 만감류, 포도, 복숭아)을 제외한 품목인 감귤류(만감류 제외), 감, 단감, 자두, 살구, 

석류, 유자, 참다래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입산 과일은 멜론,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키위, 레몬, 망

고, 석류, 체리, 자몽, 아보카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배와 사과는 선물용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며, 서로 대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

러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과일과 생산방식을 달리하는 과채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부 선

행연구(노수정 외 2012; 남경수·안병일 2020) 또한 동일한 이유로 과일 수요함수 추정 시 과채류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공하는 가락도매시장 거래

실태조사의 과일 품목별 월별 거래금액(명목) 및 거래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내 청과물 수급을 주

도하고 있는 가락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가장 대표성이 높은 자료일 것이다(김성용 외, 2015). 월

6  가격변동계수 식은     로, 는 특정 품목의 월별 가격의 표준편차이고 는 월평균 가격이다.

7  연평균 가격분산 식은   
  




 이다. 는 연도, 는 분석대상 연도 수, 

 는 년 월별 가격의 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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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명목 거래금액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금액으로 전환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다. 총 관측 자료 수는 240개로 청탁금지법 시행 전 자료가 200개, 시행 

후 자료가 40개이다.

<표 2>는 분석 대상 과일들의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거래금액, 가격, 물량, 지출액 

비중의 기초 통계량이다. 선물용 과일 중 포도·복숭아의 평균 지출 비중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사과(15%), 배(8%), 만감류(2%) 순이었다. 평균 가격은 포도·복숭아, 만감류, 사과, 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과일은 국산 과일로 구성된 타 품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

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사과와 배에 비해 포도·복숭아, 만감류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2.  과일 품목별 기초 통계량

구분 사과 배 만감류 포도·복숭아 국산 기타 수입산

거래금액
(백만 원)

평균 8,161 4,479 1,141 11,981 18,592 12,619 
표준편차 4,733 4,548 2,395 15,538 23,864 7,561 
최솟값 1,211 821 0 161 1,301 2,611 
최댓값 26,944 22,013 17,038 63,726 236,908 34,753 

가격
(원/kg)

평균 2,284 1,903 5,375 7,134 2,977 1,811 
표준편차 805 648 2,373 9,754 2,461 373 
최솟값 7,560 928 0 118 186 809 
최댓값 7,844 3,883 16,667 64,374 16,932 2,793 

물량
(톤)

평균 3,680 2,352 248 4,269 8,943 6,599 
표준편차 1,762 2,059 516 6,445 7,998 2,971 
최솟값 714 453 0 0 254 1,901 
최댓값 9,708 10,053 3,727 24,814 28,704 15,508 

지출액 비중
(%)

평균 0.15 0.08 0.02 0.19 0.30 0.27
표준편차 0.05 0.06 0.03 0.21 0.18 0.18
최솟값 0.03 0.01 0.00 0.01 0.04 0.05
최댓값 0.35 0.32 0.15 0.71 0.83 0.69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월별거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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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3.1. 전체 기간 과일 수요함수 추정 결과

LA/IAIDS 모형 추정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설명변수의 내생성 검정 결과를 먼저 논의하겠

다. 설명변수의 외생성에 대한 귀무가설을 Hausman specification test로 검정한 결과,8  모든 설명

변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에 사용된 모든 설명변수는 외생변수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UR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LA/IAIDS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3. LA/IAIDS 모형 설명변수에 대한 내생성 검정 결과

사과 배 만감류 포도·복숭아 국산 기타

11.03 14.76 7.64 23.99 9.68

주 1) 각 검정 통계량은 Hausman specification test의 검정 통계량이며, 자유도 19의 분포를 따름.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해 LA/IAIDS 모형을 추정하여 법 시

행이 과일 수요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였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LA/IAIDS 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부표 1>에 첨부하였다.  <표 4>는 청탁금지법 및 한·미 FTA 시행 기간을 나타내는 두 더미변수

의 추정계수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은 만감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한·미 

FTA의 시행은 배와 만감류에 대해서만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의 경우, 와 

의 추정계수가 각각 –0.018, -0.020으로 모두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

미 FTA의 시행은 모두 배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청탁금지

법의 시행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한·미 FTA 시행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에 비해 소폭 큰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 추정계수는 사과(–0.049), 포도·복숭아(-0.016)에서 음의 값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 시행은 해당 선물용 과일들의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은 국산 기타 과일(0.101)에는 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  3SLS 추정 시 도구변수로 스톤 수량지수와 로그 변환한 품목별 수량변수의 1개월, 3개월, 6개월 시차 변수를 사용하였다(김성용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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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탁금지법 및 한·미 FTA 시행 기간 변수 추정 결과

구분 사과 배 만감류 포도·복숭아 국산 기타

 -0.005 -0.018***    0.015***  0.003 -0.015 
   -0.049*** -0.020***  0.004  -0.016**    0.101***

전체 기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 신축성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자체가격신축성과 규모

신축성은 모두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체가격신축성 추정 결과, 포도·복숭아(-0.9993)가 가장 신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수입산(-0.9972), 만감류(-0.9651), 국산 기타(-0.8308), 사과(-0.7001), 배(-0.1936) 순이었다. 본 

연구의 추정값은 김성용 외(2015)의 연구에서 자체가격신축성이 사과(-0.5827), 배(-0.5807) 순으

로 작게 추정된 결과와 노수정 외(2012)에서 자체가격신축성의 역수인 자체가격탄력성이 사과

(-0.5827), 배(-0.9584) 순으로 크게 추정된 것과 유사하다. 반면, 남경수 외(2020)에서 자체가격탄

력성이 배(-0.4209), 사과(-0.6275) 순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와는 비교해 볼 수 있다.

교차가격신축성 추정 결과, 사과에 대한 배의 영향은 보완관계이고 배에 대한 사과의 영향은 대

체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정치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장 대체관계가 큰 품목은 수입산 과일

과 배(-0.6003)로 나타났다. 규모신축성은 모든 품목에서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규모신축성이 가장 작은 품목은 만감류(–1.7763)였고, 그다음이 포도·복숭아

(-1.1539), 사과(-0.9909), 수입산(-0.9579), 국산 기타(-0.9189), 배(-0.8713) 순이었다. 

구분 사과 배 만감류 포도·복숭아 국산 기타 수입산

가
격
신
축
성

사과 -0.7001*** -0.0023  0.0010  0.0098 -0.0683* -0.2312***

배  0.0116 -0.1936*** -0.0098  0.0091 -0.0883 -0.6003***

만감류 -0.1024** -0.0835*** -0.9651*** -0.0237 -0.4251*** -0.1764**

포도·복숭아 -0.0151 -0.0149*  0.0121*** -0.9993*** -0.1226*** -0.0141*

국산 기타 -0.0191 -0.0205 -0.0112** -0.0261** -0.8308*** -0.0653*

수입산 -0.0264** -0.0462*** -0.0025 -0.0007  0.0492** -0.9972***

규모신축성 -0.9909*** -0.8713*** -1.7763*** -1.1539*** -0.9189*** -0.9579***

주 1)  *,  **,  ***는 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10% 이내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은 음영 표시함.

표 5. 전체 기간 과일 품목별 신축성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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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과일 수요함수 추정 결과

이후,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를 구분하여 LA/IAIDS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6>은 법 시행 전후 

품목별 자체가격신축성의 추정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모든 품목의 자체가격신축성 값은 이

전과 달라졌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 과일 수요 구조에 변화를 일으켰음을 

시사한다. 자체가격신축성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모든 품목에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경제이

론에 부합하였다. 법 시행 이전에는 수입산 과일(시행 전: -1.0006, 시행 후: -1.3553)의 수요함수가 

가장 신축적이었고, 그다음이 만감류(시행 전: -0.9846, 시행 후: -0.9627), 포도·복숭아(시행 전: 

-0.9704, 시행 후: -1.0049), 사과(시행 전: -0.7589, 시행 후: -0.7807), 국산 기타(시행 전: -0.7566, 

시행 후: -0.6924) 순이었다. 자체가격신축성이 가장 컸던 품목은 배(시행 전: -0.1787, 시행 후: 

-0.3348)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배, 사과, 포도·복숭아, 수입산 과일의 수요함수가 신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일류에 비해 단가가 높은 축산물 등의 선물용 수요가 선

물용 과일 수요로 유입되며 선물용 과일들의 수요함수가 전반적으로 신축적으로 변한 상황을 시사

한다. 실제로 전체 소비 중 기존에 선물용 소비의 비중이 약 63%로 가장 높던 배의 자체가격신축성

이 매우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선물용 소비 비중이 높은 사과와 포도·복숭아 과일의 수요

함수 또한 신축적으로 변화하였다. 수입 과일의 경우, 전술한 대로 기존 축산물 등의 선물용 수요 일

부가 수입 과일 수요로 유입된 상황과 유통업계에서 과일 선물 세트의 단가를 상한 가격 이하로 책

정하기 위하여 국산 과일 일부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합리적인 수입 과일로 대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선윤 2017).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만감류와 국산 기타 과일의 수요 구조

는 비신축적으로 변화하였다. 최근 만감류의 소비 확대에는 가정용 소비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이며, 만감류 소비 중 선물용 소비의 비중은 타 선물용 과일에 비해 여전히 작은 것으로 보인

다(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019; 진현정 2010).9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선물용 

소비의 비중이 낮은 두 품목의 수요함수는 소폭 비신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교차가격신축

성 추정 결과, 법 시행 이후 수입 과일 수요와 배(시행 전: -0.6364, 시행 후: -0.4137)와의 대체관계

9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만감류는 소비자 인지도 대비 선물용 수요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자 중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각각 45%, 37%, 27%였지만, ‘해당 품목을 선물하고 싶다’고 응답한 소비

자 비중은 천혜향 27%, 황금향 13%, 레드향 13%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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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되었으며 국산 선물용 과일과의 관계는 대체관계에서 보완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법 시행 이후 과일 시장의 동향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후, 과일 

선물세트의 가격을 상한가 이하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국산 과일이 혼합된 과일 선물세트의 

물량이 증대되었고, 수입 과일이 선물세트에 이용되는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규모신축성은 법 시행 전후 모든 품목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어 경제이론에 부

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Eales and Unnevehr 1994). 법 시행 이후 배(시행 전: -0.9808, 시행 후: 

-0.8823)와 포도·복숭아(시행 전: -1.0871, 시행 후: -0.9744)의 규모의 신축성은 증가하였다. 과일 

시장 전체 수요가 감소할 때, 배와 포도·복숭아 가격이 증가하는 폭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 시행 이후 만감류(시행 전: -1.4523, 시행 후: -1.6542)의 규모신축성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과일 

시장 전체의 수요가 증가할 때, 만감류의 수요 변화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최세현 외 

2017; 황민지 외 2018).

구분 사과 배 만감류 포도·복숭아 국산 기타 수입산

가
격
신
축
성

사과
전 -0.7589*** -0.0045  0.0014 -0.0066 -0.0676** -0.1792***

후 -0.7807***  0.0119 -0.0030  0.0215 -0.1954*** -0.0754

배
전 -0.0050 -0.1787** -0.0087 -0.0149 -0.1368* -0.6364***

후  0.0482 -0.3348** -0.0182 0.0216 -0.2539** -0.4137**

만감류
전 -0.0702** -0.0477** -0.9846*** -0.0174 -0.2615*** -0.0942*

후 -0.0876* -0.0726* -0.9627*** -0.0298 -0.2769***  0.1559**

포도·복숭아
전  0.0125** -0.0007** -0.0170*** -0.9704*** -0.0906*** -0.0085*

후  0.0240  0.0012 -0.0185*** -1.0049*** -0.0873***  0.0592**

국산 기타
전 -0.0252 -0.0263 -0.0120** -0.0266* -0.7566*** -0.0764*

후 -0.0515 -0.0433** -0.0026 -0.0228 -0.6924***  0.0107

수입산
전 -0.0207* -0.0386**  0.0028  0.0126 -0.0127 -1.0006***

후 -0.0214 -0.0656**  0.0008  0.0709*** -0.0059 -1.3553***

규모신축성
전 -1.0205*** -0.9808*** -1.4523*** -1.0871*** -0.9204*** -0.9471***

후 -1.0506*** -0.8823*** -1.6542*** -0.9744*** -0.8018*** -1.1419***

주 1)  *,  **,  ***는 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10% 이내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은 음영 표시함.

표 6.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과일 품목별 신축성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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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격 변동성 비교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선물용 과일의 가격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품목별로 법 시행 전후 연평균 

가격변동계수 및 연평균 표본가격분산을 추정하였다. 법 시행 이후 사과와 배의 연평균 가격변동계

수 및 연평균 표본가격분산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연평균 가격변동계수는 법 시행 전 

1.089에서 시행 후 1.114로, 연평균 표본가격분산은 법 시행 전 4357.4에서 시행 후 5254.3으로 증

가하였다. 배의 연평균 가격변동계수는 1.122에서 1.1219로, 연평균 표본가격분산은 3288.4에서 

4320.0으로 증가하였다.

표 7.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가격 변동성 추정 결과

구분
사과 배

시행 전 시행 후 시행 전 시행 후

연평균 가격변동계수 () 1.089 < 1.114 1.122 < 1.219

연평균 표본가격분산 ( ) 4357.4 < 5254.3 3288.4 < 4320.0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요곡선이 신축적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된 사과와 배의 가격 변동

성이 실제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농가들의 농업 소득 불확실성 또한 확대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그림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배, 사과 수요함수 구조변화 (  )

배 수요함수 구조변화 사과 수요함수 구조변화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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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LA/IAIDS 모형에 근거하여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용 과일 수요의 구조변

화를 확인한 후,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에 미친 가시적인 영향 분석에 주목하였다. 반면, 본 연

구는 청탁금지법이 선물용 과일의 국내에서의 소비행태를 크게 변화시키며, 과일 수요함수의 구조

에도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법 시행 전후를 구분하여 구조변화를 감안한 IAIDS 

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든 품목의 수요함수가 신축적으로 변화하며 구조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만감류를 제외한 모든 선물용 과일의 수요함수가 신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자체가격신축성은 사과 –0.7589, 배 –0.1787, 포도·복숭아 과

일 –0.9704로 추정되었고, 법 시행 후 자체가격신축성은 사과 –0.7807, 배 –0.3348, 포도·복숭아 과

일 –1.0049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국내 선물용 과일들의 수요함수를 가격 변

동 위험에 더욱 취약한 구조로 변화시켰으며, 그에 따라 생산 농가의 농업소득 불확실성은 더욱 증

대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우려한 바와 같은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의 거래 위축 

및 가격 하락뿐 아니라, 구조변화로 인한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

후 가격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

자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생산 및 출하계획을 동 법이 시행되기 이전과는 다른 가격 변동 위험을 

고려하면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용자료의 부재로 가락도매시장 거래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선물용 과일 수요의 

구조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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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전체 기간 LA/IAIDS 모형 SUR 추정 결과

구분

사과 배 만감류 포도·복숭아 국산 기타

계수값
표준
편차

계수값
표준
편차

계수값
표준
편차

계수값
표준
편차

계수값
표준
편차

ln 0.041*** 0.005  0.000 0.003  0.000 0.001  0.001 0.001 -0.010** 0.005 
ln 0.000 0.003 0.051*** 0.004 -0.001 0.001 -0.001 0.001 -0.008* 0.005 
ln  0.000 0.001 -0.001 0.001 0.001*** 0.000 0.003*** 0.001 -0.004*** 0.001 
ln  0.001 0.001 -0.001 0.001 0.003*** 0.001 0.005*** 0.002 -0.013*** 0.003 
ln -0.010** 0.005 -0.008* 0.005 -0.004*** 0.001 -0.013*** 0.003 0.064*** 0.012 

ln  0.001 0.008  0.008 0.008 -0.019*** 0.004 -0.028*** 0.009  0.026 0.018 
 0.043*** 0.009 0.048*** 0.009 0.026*** 0.005  0.012 0.010 -0.136*** 0.019 
  0.007 0.011 0.034*** 0.011 0.026*** 0.006 -0.001 0.014 -0.120*** 0.025 
  0.011 0.014  0.001 0.013 0.006*** 0.007 -0.027*** 0.016 -0.212*** 0.030 
  0.010 0.016 -0.006*** 0.015 -0.013* 0.007 -0.053*** 0.016 -0.273*** 0.035 
  0.003 0.016  0.001 0.015 -0.033*** 0.007 -0.057*** 0.015 -0.217*** 0.037 
 -0.023** 0.013  0.017 0.012 -0.041*** 0.006 0.072*** 0.014 -0.108*** 0.027 
 -0.053*** 0.014 -0.001 0.014 -0.041*** 0.007 0.397*** 0.015 -0.204*** 0.030 
 -0.064 0.018 -0.036** 0.017 -0.037*** 0.007 0.580*** 0.015 -0.277*** 0.040 
  0.014 0.017  0.029* 0.016 -0.025*** 0.006 0.349*** 0.014 -0.297*** 0.036 
 -0.010 0.012 -0.025** 0.011 -0.030*** 0.006 0.191*** 0.013 -0.098*** 0.024 
  0.008 0.010 -0.002 0.009 -0.025*** 0.005  0.004 0.011  0.017 0.020 
 -0.005 0.004 -0.018*** 0.004 0.015*** 0.002  0.003 0.005 -0.015 0.010 

 -0.049*** 0.006 -0.020*** 0.005  0.004 0.003 -0.016** 0.007 0.101*** 0.012 
 -0.099 0.073 -0.286*** 0.068 0.211*** 0.038 0.377*** 0.084 -0.088 0.152 

주 1) *, **, ***는 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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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laws require labeling for genetically modified (GM) food ingredients. But 
the labels exempt oils made from GM soybeans because they contain no genetic 
elements after being processed. Previous literature has documented willingness to 
pay (WTP) for various foods with GM labels. However, most studies used surveys 
and ignored the potential effects of food origins and labeling exemptions for high-
ly refined GM foods. This paper is to explore consumer preferences and estimate 
willingness to pay for GM and non-GM soybean oils. For our research, we used 
the random nth price auction mechanism targeting a total of 73 consumers liv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e experiment consisted of sequential five 
rounds where each round built up accumula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presence 
of GM ingredients, potential effects, the country of origin, and stricter labeling 
requirement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consumers were willing to pay 18% 
more for non-GM oils, 28% more for domestically grown soybean ingredients, 
and 38% more for oils under full disclosure labeling rules. The findings by a ran-
dom effect model indicated that the prior awareness of GM labels and the level 
of education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willingnes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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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6년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작물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1  ISAAA(2017)에 따르면 세계의 GM 농산물 재배면적은 1996년에 170만 ha에서 2017년에 

1억 8,980만 ha로 111배가 늘어났다. GM 농산물을 재배하는 국가도 24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가운데 상위 5개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가 세계 전체 재배면적의 91%를 차

지한다.

2017년 기준으로 콩은 GM 농산물 재배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함으로써 작물 중 가장 큰 비중

을 기록하였다. 세계 전체 작물별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GM 농산물 비중은 콩이 77%, 면화가 

80%, 옥수수가 32%, 카놀라가 30%이다(ISAAA 2017). 특히 GM 콩이 국가 전체 콩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이다. 중요한 사료곡물로서 GM 옥수수의 채택률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등에서 90%를 웃돈다. 이와 같은 GM 농산물의 확산은 생산성의 향

상, 영농의 용이성, 작물의 특성 증진, 농약 사용량 저감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다(Finger 

et al. 2011; Klumper and Qaim 2014). 

반면에, GM 농산물이나 식품의 건강이나 환경위험, 문화적 특성, 정치경제적 배경, 대중의 인식 

등이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수입 승인, 표시제 요건 등을 

통해 GM 농산물과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Eenennaam et al. 2014; Lusk et al. 2018). 특히, EU와 

중국은 식용유, 당류, 간장, 주류 등과 같이 열처리나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치면

서 GM DNA 성분이나 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표시하는, 이른바 GMO에 

관한 완전표시제(혹은 원료기반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이상현 2017). GM 농산물의 최대 수출

국인 미국도 2018년 12월에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국가 생명공학식품 표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이하 BE 표시제)’을 발표하였다

(Federal Register 2018). 이 BE 표시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1  GM 농산물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농수산품질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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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GM 농산물도 상업적으로 재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은 모두 비유전자변형(non-GM)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대상인 식용 콩의 경우 식생활에 

중요한 식량이나 그 자급률이 2017년 기준으로 22%에 불과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식용 GM 옥수수와 콩은 214만 톤 이상으로 주로 식용유와 간장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특히 수입 콩을 원재료로 만드는 식용유는 GMO 표시

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가 수입 GM 콩을 원료로 만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연구의 실험경매 참여자 가운데 56%는 수입 GM 콩으로 만든 식용유를 국내산 콩을 사

용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GM 식품의 의무표시제는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표시 대상은 수입 

승인한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개 작물과 그 가공식품이다. GM 원료의 비

의도적 흡입치가 3% 미만의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거나, 콩과 옥수수의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food)’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food)’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

민단체와 정치계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추진되어 21만 명이 이에 동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iCOOP생협 2019).

이러한 국민청원에 관해 청와대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 인상과 경제적 능력이 다른 계층 

간에 위화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GM 농산물을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져 통상 마찰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하였다(청와대 2018. 5. 8.). 이후 2018년 12월에 이해당사자인 식품산업계와 소비자 및 시민

단체로 구성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나 2019년 9월에 소비자 및 시

민단체의 협의체 참여 중단이란 어려움을 겪었고,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체에 참여

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2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 또한,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 non-GM 식품 사용과 GM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인 3%를 

0.9%로 낮추고 이를 충족할 경우 non-GMO 표기를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반면에, 식품산업계는 

2  산업계를 대표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대

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가 참여했고, 소비자단체로는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협동조합지원

센터, GMO반대전국행동, 탈GMO기독교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충남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가 참여했다(윤철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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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아래 non-GM 농산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생산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다. 실제로 진현정(2009)은 GM 농산물 대비 non-GM 농산물의 가격이 30% 높다고 추정하였고, 

남경수 외(2019)는 non-GM 원료를 사용하면 식용유지류와 장류의 생산비용이 2017년 기준으로 

각각 6.9%와 7.3%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공급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 상승 요인과 소비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을 실증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GMO 표시제 대상이 아닌 콩기름에 대해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GMO 

관련 추가 정보 차이에 따라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원료의 GMO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지금의 표시제 상황과 대비해 

완전표시제 아래 그 정보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선행

연구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다루지 않았고, 표시제 정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방법론 측면에서

도 실제 참여자에게 제공한 현금으로 실험경매를 실시하여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한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실험경매법은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상적 편의를 줄이는 적합한 방법이란 점에서 착안하였다(Martinez-Carrasco et al. 2015; 

Verneau et al. 2017).

2. 선행연구

GM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2006년부터 해마다 국민 인

식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설문 응답자(총 800명) 

중 78%가 GMO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나타냈다(이효석 2019).3  GM 농산물과 식품 소비

를 꺼리는 소비자의 태도는 시간이 흘러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임송수 외 2002). 이

는 농산물과 식품 소비가 가격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환경·문화 측면의 요소에 의

3  이는 1순위와 2순위 답변을 합친 것으로, 1순위로 답변한 비율은 54%이다. 다른 식품안전문제와 견주어 응답자들은 발암물질(1순

위 답변 32%) 다음으로 GM 식품(30%)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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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문옥표 2008).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비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식품에 기꺼

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보인다(한재환 외 2009). 소비자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

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non-GM 농식품에 더 지불할 의사를 나타낸다(한재환 2009).

GMO를 반대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예: 그린피스)에 대응하여 다수의 과학자들과 과

학계는 GM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을 지지한다(NASEM 2016).4  일부 설문조사는 과학적 지식

이 있는 응답자의 non-GM 지불의사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보 자체

와 정보 제공자(정부, 산업계, 과학자, NGO 등)의 신뢰 문제가 존재하고 그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박희제 2013; Berning and Campbell 2017). 다만,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

는 형태의 GMO(예: 질병치료 목적)는 잠재적 위험 대비 이익을 높임으로써 GMO의 사회적 수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제안도 존재한다(Ishii and Araki 2016). 

이 논문이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실험경매법은 소비자의 유인에 주안점을 두어 그 지불의사금

액을 추정함으로써 그 편의를 줄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Lusk and Shogren 2007). 1990년대 

중반 이후 실험경매법을 활용한 논문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6~18년에 연간 102편이 출간되었다

(Canavari et al. 2019). 그러나 한국에서 GM 농산물이나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경매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다. 더욱이 이 논문처럼 GMO 관련 정보효과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권오

상·김기철 2003; 김태균 2004; 오상집 외 2012; Choi et al. 2018). 

특히, 이 가운데 쌀을 대상을 한 실험에서 소비자들은, 맛과 등급 정보 및 등급에 관한 세부 내용 

순으로 정보가 증가할 때 쌀 등급에 관한 추가 프리미엄(premium)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Choi et al. 2018).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서 착안하여 이 논문은 GM 콩을 원료로 사용하나 

GMO 의무표시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콩기름을 대상으로 실험경매방식을 통해 프리미엄을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효과를 검증하였다. 

4  노벨상을 받은 144명의 과학자는 GMO(예: 비타민 A 결핍증(VAD)을 해결할 수 있는 황금쌀(golden rice)) 보급을 지지하는 성명

을 발표하였다(SP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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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설계와 방법

3.1. 실험경매법

내재된 특성을 가진 제품의 금전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제품의 가치를 묻

는 가상적인 질문에 사람들이 솔직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선

호를 전략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그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여 진실하지 않게 답변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가상적 질문에 솔직하지 않은 답변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책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유인책을 연구자와 일치시킬 수 있거나 진정한 선호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가 유용할 수 있다. 이로써 설문조사에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WTP)을 과

대평가하는 경향에 대응할 수 있다(Lusk and Shogren 2007) 

실험경매법은 이처럼 제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답변을 통제하는 경제학적 수단으로 유용하

다.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실험경매법은 실제 시장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돈이나 

재화를 사용하여 실험 참여자의 가치를 직접 드러내도록 유인한다. 이러한 실험경매의 진행에는 소

비자가 자신의 가치를 숨기지 않고 정확히 밝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곧, 소비자가 

제품의 대가로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동기 유발의 교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또한, 실험 참

여자는 제품에 관한 평가를 직접 얻고 자신이 기꺼이 지불할 의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실험경매

법의 단점은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어렵고, 참여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샘플의 크

기에 따라 비용이 제한되므로 경매에 잠재적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무작위 n가격 경매방식(random nth-price auction)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 아래에서는 

실험진행자가 임의로 뽑는 번호에 따라 낙찰자 수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참여자는 자신이 적어낸 

입찰가가 낙찰되어 실제 제품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과장되지 않은 지불의

사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된다. 무작위 n가격 비공개 경매방식은 이론적으로 모든 잠재적 입찰자

를 경매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내생적인 방식으로 결정된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론으로 타당하

다(Shogre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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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설계의 수행

실험경매에 참여자는 여성(주부)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주부가 가계 식품 소비의 주체로서 콩기

름 구매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경매에 참여한 총 73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경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73)

변수 분류 빈도 비율(%) 변수 분류 빈도 비율(%)

AGE
(나이)

20대 1 1.4

HHS
(가구
원수)

1명 2 2.7
2명 7 9.630대 4 5.5
3명 19 2640대 30 41
4명 33 45.250대 26 35.6
5명 9 12.360대 12 16.4
6명 3 4.1

EDU
(학력)

무학이나 초등 중퇴 0 0
초등학교 졸업 0 0

INC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0 0
중학교 졸업 2 2.7 100만∼199만 원 미만 4 5.5

고등학교 졸업 24 32.9 200만∼300만 원 미만 4 5.5
2∼3년제 대학 졸업 17 23.3 300만∼400만 원 미만 12 16.4
4년제 대학교 졸업 28 38.4 400만∼500만 원 미만 11 15
대학원 졸업 이상 2 2.7 500만∼600만 원 미만 18 24.7

JOB
(직업)

직업 없는 주부 51 69.9 600만∼700만 원 미만 6 8.2
700만∼800만 원 미만 4 5.5

직업 있는 주부 22 30.1 800만 원 이상 14 19.2

자료: 저자 작성. 

총 2회의 예비 실험을 거쳐 경매절차와 방식을 수정 및 개선하였다.5  본 실험은 2018년 11월에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경매 참여자에게 경매 전 현장에서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

하였는데 시급 7,530원을 반영한 비용임을 설명하였다.6  참여자 대부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일부는 

용인, 광명, 분당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 무작위 n가격 비공개 경매방식 아래 낙찰자는 (n-1)

5  예비조사는 2018년 10월에 2회에 걸쳐 각각 8명과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  실험경매에 참여하는 유인책으로써 소요시간과 시급을 명시하였으나, 시급을 제외한 금액으로만 입찰하는 것으로 설계하지는 않았

다. 참여자는 1인당 주어진 1만 5,000원의 예산으로 입찰에 하되 낙찰이 될 경우 입찰한 가격(가치)만큼의 상품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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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7  참여자는 제품 정보 수준이 다른, 총 5번의 경매 라운드(round)에 참여하여 입찰하였다.

경매 품목은 원료 콩의 GMO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제시하였다. ‘콩기름 1’은 국내산 콩을 원료

로 사용한 non-GM 콩기름이다. 이 제품은 일반 시중 마트에서는 판매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구입

하였다. 실제 구입가격은 250ml 규격에 8,100원이다. ‘콩기름 2’는 수입산 GM 콩을 원료로 국내 

식품업체가 만든 브랜드 제품인데, 250ml 규격에 소매가격은 980원이다. 

표 2. 실험 설계 개요

카테고리 실험경매 수행 개요

실험경매 기간 2018. 10. 27.∼2018. 11. 27.
참여자의 거주지 서울과 수도권(용인, 광명, 분당)
참여자 수 총 73명(n=73; 그룹당 6~17명)
참가비 15,000원/명
참여자 성별(직업) 여성(주부)
콩기름 제품 non-GM과 GM 제품(단위: 250ml)
경매법 무작위 n번째 비공개 경매

경매방식 한 참여자당 5번의 경매시행
(단계별 정보 차이에 따른 라운드 구별)

경매 낙찰자 결정방식 5번의 경매시행 후, 임의로 선택된 경매 라운드와 콩기름 제품가격을 진행자가 
임의로 뽑아서 적용

경매 낙찰자 수 n-1
시장가격 n번째 가장 높은 경매가

<표 3>은 경매 라운드별 콩기름 제품에 관해 제공한 정보의 수준과 내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정

보는 원료 콩의 GMO 여부 및 원산지와 관련한다. 또한, 라운드는 원료 콩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

는 단계(제1라운드)에서 출발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 설정한 완전표시제(제5라운드 )

까지를 지칭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제1라운드는 콩기름의 원료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정보(표시)가 없는 

단계로 이른바 ‘무정보’ 혹은 ‘무표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콩기름의 색이나 맛을 

통해 WTP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8 

7  이 경매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참여자가 입찰한 후 그 가격 수준을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순서대로 정렬한

다. 진행자가 무작위 숫자 n을 선택하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n-1)명의 사람이 n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경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진행자가 무작위로 n=3을 선택하였다면,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2명(=3-1)의 입찰자들이 3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경

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Shogre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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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매 라운드(round)별 제공된 정보 수준과 내용

라운드 콩기름 제품에 관해 라운드별 제시한 정보

1 무정보 혹은 무표시: 제품에 관한 아무런 정보 없는 상태(색과 맛으로 평가)
2 GMO 정보: 원료 콩의 non-GM 및 GM 여부
3 원산지 정보: 원료 콩의 국산 및 수입산 여부
4 GMO 효과 정보: GM 기술의 양(+)과 음(-)의 잠재적 영향
5 GMO 완전표시제 정보: 완전표시제의 내용과 효과

제2라운드는 ‘콩기름 1’과 ‘콩기름 2’ 제품이 각각 non-GM과 GM 원료 콩으로 제조하였음을 참

여자에게 밝힌 ‘GMO 정보’ 아래 진행하는 입찰이다. 원료 콩의 GMO 여부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

은 항목이면서 표시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기본적인 정보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제3라운드는 ‘콩기름1’과 ‘콩기름2’ 제품이 각각 국산과 수입 원료 콩으로 제조하였음을 밝힌 

‘원산지 정보’ 단계이다. 국산 콩은 모두 non-GM이고 콩기름 제조에 사용하는 수입 콩은 유기농 이

외에는 대부분 GM이므로 제2라운드의 ‘GMO 정보’와 제3라운드의 ‘원산지 정보’는 사실상 같은 

정보 내용과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이 GM 원료 콩과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연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두 정보의 상황에서 도출하는 WTP는 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이 실험을 통해 원산지와 GMO 정보 간 소비자의 인식 격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GMO 정보’와 비교해 ‘원산지 정보’를 더 높은 수준의 정보로 간주한 이유는 국내 업체가 생산

하여 그 브랜드명을 가진 제품이 종종 국내산 원료 콩 제품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4라운드는 GMO 기술의 잠재적 효과를 제시한 ‘GMO 효과 정보’를 말한다. 양(+)의 효과로는 

생산성 증대와 화학 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소, 영양성분 개선, 상품성 향상 등을 명시하였고, 생태

계와 인체에 관해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음(-)의 효과로 제시하였다.9  

마지막으로 제5라운드는 ‘GMO 완전표시제 정보’로 구성하였다. GM 식품의 표시제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12조는 제품의 제조 및 가공 후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

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콩기름은 간장이나 당류와 함께 의무 표시 면제를 받고 있다. 이에 

8  실제로 참여자들이 콩기름의 맛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무표시 상태에서는 색과 맛이 유일한 판단 기준일 수밖에 없으나, 

이는 콩기름이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지니는지 확인하는 의미도 지닌다.

9  특히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우려’란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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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완전표시제는 원료 콩이 GMO이면 가공 후 그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 식

품의 표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0 

4. 지불의사금액(WTP)의 추정과 분석

4.1. 정보 수준별 WTP 추정

<그림 1>은 정보 수준에 따른 라운드별 non-GM 콩기름(‘콩기름 1’)의 WTP를 나타낸다. 평균 

WTP가 가장 낮은 경우는 색과 맛으로만 콩기름을 평가한 제1라운드로 평균 3,798원이다. 반대로 

완전표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제5라운드의 평균 WTP는 가장 높은 수준인 5,258원을 기록하였

다. 이는 콩기름에 관한 정보 수준과 분량이 증가하면서 WTP가 증가하는 정보효과를 확인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2라운드의 GMO 정보와 제3라운드의 원산지 정보가 사실상 같은 것임에

도 불구하고 후자의 WTP가 더 크게 나타난 점은 참여자들이 국내산 원료 콩에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GMO 기술의 잠재적 효과 정보가 더해진 제4라운드의 경우 평균 WTP가 4,689원으로 이

전 라운드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GMO 관련 추가 정보가 참여자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non-GM 콩기름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 낮춘 게 반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완전표시제를 제시한 제5

라운드의 WTP는 평균 5,258원으로 전체 라운드 중 가장 큰 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원료 콩의 

GMO 여부를 밝히는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하는 데 유용하다고 인식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이 높은 WTP로 표방된 것이다.

10  해당 질문은 완전표시제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참고로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콩기름 250ml 제품의 평균가격은 4,500원 수준입니다”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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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on-GM 콩기름의 지불의사금액(WTP)

자료: 저자 작성. 

Non-GM 콩기름의 WTP 추정치가 적절한지는 선행연구 부재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일

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상업화가 되지 않은 국산 콩기름의 가격이 8,100원이란 점을 고

려한다면, 완전표시제 아래 추정한 WTP 1,800~8,200원(평균 5,258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2018)은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의 가격이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의 가격보다 2.8배 높다고 밝혔고, 남경수 외(2019)는 non-GM 원료를 사용

할 경우 식용유지류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GM 콩기름(‘콩기름2’)의 라운드별 WTP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색과 맛으로만 평가한 

제1라운드의 WTP 평균이 3,882원으로 전체 라운드 WTP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더

욱이 이 금액은 non-GM 콩기름의 WTP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GM 콩기름이 상

대적으로 맑은 색과 깔끔한 맛을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GM 원료 콩으로 제조한 콩기름

이란 정보가 주어진 제2라운드의 WTP는 평균 2,935원으로 제1라운드 수준보다 낮아졌다. 이는 참

여자들이 GMO 제품의 가치를 할인하여 받아들임을 시사한다.

수입 콩으로 제조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한 제3라운드의 평균 WTP는 2,688원으로 라운드 중 가

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 콩기름 실험에서 원산지 정보가 제공된 이후 WTP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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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 결과와 대조된다. 곧 참여자들이 수입한 GM 원료 콩으로 제조한 콩기름을 평가 절하하고 

있음을 뜻한다. GMO 기술의 잠재효과에 관한 정보를 더한 제4라운드의 평균 WTP는 이전 라운드 

수준보다 조금 상승하여 2,814원을 기록하였다. GMO 기술의 잠재적 효과 정보가 참여자들의 

WTP에 양(+)의 영향을 준 결과이다. 끝으로, 완전표시제를 더한 제5라운드에서 도출한 WTP는 평

균 3,366원으로 제2라운드 이후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non-GM 국산 콩기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시제도를 참여자들이 높게 평

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GM 콩기름의 지불의사금액(WTP) 추정치

자료: 저자 작성. 

Non-GM 및 GM 원료 콩으로 생산한 콩기름을 대상으로 한 두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점

은 GMO와 원산지 및 GMO 기술의 잠재력 관련 정보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Non-GM 원료 콩과 국산이란 정보는 ‘무정보’ 상태보다 더 높은 WTP를 도출했지만, 반대로 GM 

원료 콩과 수입산이란 정보를 추가한 결과는 이전보다 낮은 WTP로 귀결하였다. 이는 non-GM 및 

국산 원료 콩에 관한 참여자들의 명확한 선호를 시사한다. GMO 기술의 잠재효과를 전달한 정보는 

국산 콩기름의 선호를 낮추는 방향(WTP 감소)으로 작용하였으나, GM 콩기름의 WTP는 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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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는 GMO 기술의 잠재효과 정보가 두 그룹에서 공통으로 GMO 관련 음(-)의 선호도나 인식

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전표시제 관련 정보효과가 두 실험 모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에 모두 공감한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Non-GM 및 GM 콩기름의 라운드별 평균 WTP에 관한 t-검정(t-test) 결과를 나타내

면 <표 4>와 같다. 먼저 Non-GM 콩기름의 라운드별 평균 WTP는 모두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

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GM 콩기름의 경우 각각 제2라운드와 제4라운드 간, 제3라운드와 제4라

운드 간 평균 WTP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GMO 관련한 

잠재효과를 이미 GMO 정보나 원산지 정보에 따른 가치 매김에 일부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콩기름의 라운드별 평균 WTP에 관한 t 검정(t-test)

귀무가설(H0)
Non-GM 콩기름 GM 콩기름

평균 표준편차 t-값 평균 표준편차 t-값

WTP1=WTP2 -689.45*** 149.19 -4.62 947.53*** 127.00 7.46
WTP1=WTP3 -1074.38*** 153.47 -7.00 1193.70*** 123.38 9.68
WTP1=WTP4 -891.51*** 177.31 -5.03 1068.36*** 151.77 7.04
WTP1=WTP5 -1460*** 195.83 -7.46 516.44*** 190.68 2.71
WTP2=WTP3 -384.93*** 90.93 -4.23 246.16*** 75.57 3.26
WTP2=WTP4 -202.05* 102.21 -1.98 120.82 104.48 1.16
WTP2=WTP5 -770.55** 128.41 -6.00 -431.10*** 136.23 -3.16
WTP3=WTP4 182.88* 100.56 1.82 -125.34 100.07 -1.25
WTP3=WTP5 -385.62*** 111.41 -3.46 -677.26*** 141.73 -4.78
WTP4=WTP5 -568.49*** 72.62 -7.83 -551.92*** 83.79 -6.59

주: 통계적 유의수준은 *** p<0.01, ** p<0.05, * p<0.1임.

4.2. WTP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 모형분석

콩기름의 WTP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은 일원오차성분 회귀모형(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을 설정하였다(Baltagi 2013). 

(1) WTPijt=βXijt+uijt      (i=1,...,73;  j=1,2;  t=1,...,5)

(2) uijt=ηi+εijt     (ηi~(0,ση
2); εijt~(0, σε

2);  cov(εijt ,εijs)=0;  cov(Xijt, η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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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Pijt는 응답자 i가 t 라운드에 콩기름 j에 대해 나타내는 지불의사금액이며, X는 WTPijt에 영향

을 미치는 설명변수이다. 총 오차항 uijt는 관측할 수 없는 개체특성 오차항(individual specific error 

term) ηi와 고유 오차항(idiosyncratic error term) εijt로 구성된다. 각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동분

산성(homoskedasticity)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였다(ηi~(0, ση
2); εijt~(0, σε

2). 또한, 효율적인 

추정량을 위해εijt는 자기상관이 없고(cov(εijt ,εijs)=0), 일치추정량을 위해 ηi와 설명변수 사이

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였다(cov(Xijt, ηi)=0). 

개체특성효과 ηi는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을 나타내며 이는 하나의 패널 개체 내에서

는 실험 라운드나 콩기름 종류와 관계없이 변치 않는 영속적(permanent) 특성을 갖는다고 보아 확

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아래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WTPijt는 

관측할 수 있는 설명변수 X와 관측할 수 없는 순수한 오차항 εij 및 응답자 개별적인 특성 ηi에 의

해 결정된다. 

GMO 관련 정보제공 수준에 따른 WTP 차이, 곧 정보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식 (1)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설정하였다. 

(3) ｜△WTPijt｜=｜△βXijt+△uijt｜

여기서 ｜△WTPijt｜는 정보제공 이전 시점인 t-1기와 제공 이후 시점인 t기 간 WTP 차이의 절

댓값이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 수준에 따른 WTP 차이는 설명변수 X가 WTP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를 나타내는 ｜△βijt｜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다. 경매의 각 참여자가 5라운드에 입찰한 WTP에 

기초하므로 이를 패널자료의 형태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다.

WTP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실증모형은 다음 식 (4)와 같다. 

(4) WTPijt = α+β1 AGEijt+β2 EDUijt+β3 JOBijt+β4 HHSijt +β5 INCijt+β6 KNOijt+β7 

LABijt+β8 NECijt +ηi +εijt 

WTP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는 AGEijt(나이), EDUijt(학력), JOBijt(직업 유무), HHSijt(가구원 수), 

INCijt(가구소득), KNOijt(표시제 사전 인지), LABijt(제품 구매 시 표시 확인 정도), NECijt(표시제 

필요성 인지 ) 등이다. 

<표 5>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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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기초통계량

설명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AGE(나이, 세) 50.36 7.80 29 67
EDU(학력, 8개 구간) 5.05 0.97 3 7
JOB(직업 유무, 더미) 0.69 0.46 0 1
HHS(가구원 수, 명) 3.67 1.04 1 6
INC(가구소득, 8개 구간) 4.90 2.06 1 8
KNO(표시제 사전 인지, 3개 구간) 1.76 0.79 1 3
LAB(구매 시 표시제 확인, 6개 구간) 1.92 1.63 0 5
NEC(완전표시제 필요성 인지, 5개 구간) 4.51 0.55 3 5

주: 변수의 구간으로 EDU는 ‘무학~대학원 졸’, INC는 ‘100만 원 미만~800만 원 이상’, KNO는 ‘예-아니오-모름’, 
LAB은 ‘확인 안 함~확인함’, NEC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등으로 설정됨.

<표 6>은 non-GMO와 GMO에 대해 총 5라운드를 거치면서 한 단계(라운드) 추가 정보 제공에 

따른 WTP 변화, 곧 ｜△WTPijt｜=｜X’i(βt-βt-1)+△εijt｜를 추정한 결과이다.11  

표 6. 추가 정보에 따른 WTP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 관련 설문은 표시제 사전 인지(KNO)의 경우  “조사 이전에 GMO 표시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구매 시 표시제 확인

(LAB)은 “식품으로 된 상품 구입 시 GMO 표시를 어느 정도 확인하십니까?”, 완전표시제 필요성 인지(NEC)는 “콩기름에 관한 

GMO 표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각각 제시하였다.

설명 변수 Non-GMO 콩기름 GMO 콩기름

AGE(나이)
3.320 0.915

(11.42) (8.952)

EDU(학력)
32.78 78.14*

(49.99) (42.71)

JOB(직업 유무)
78.16 -31.47

(217.2) (156.3)

HHS(가구원 수)
-42.78 -18.37
(64.59) (47.61)

INC(가구소득)
-41.98 -31.03
(51.63) (29.05)

KNO(표시제 사전인지)
228.7*** 118.9**

(82.88) (49.55)

LAB(구매시 표시제 확인)
74.07** 20.12
(32.23)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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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먼저 non-GMO 콩기름에 관한 WTP 변화에서 KNO(GMO 표시제의 사전 인지)와 LAB(상품 

구매 시 GMO 표시제 확인) 변수는 각각 유의수준 1%와 5%에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

는 표시제에 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참여자가 라운드를 거치면서 관련 추가 정보를 접하고 

나면 약 229원 증가한 WTP를 나타냄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표시제를 확인하지 않았던 참여자에

게 나타난 정보효과는 약 74원으로 추정하였다. 

GMO 콩기름의 경우에도 KNO(GMO 표시제의 사전 인지) 변수의 계수 값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사전에 표시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참여자가 추가로 관련 정보를 얻음에 따

라 그 WTP를 약 119원만큼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설명변수들과 연계한 정보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정보의 수준 혹은 내용이 참여자의 WT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GMO 표시제의 인식 또는 표시 내용을 확인하는 구매 습관이 콩기

름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완전표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였으나 그에 따른 참여자들의 WTP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관련 표시제 

조치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설명 변수 Non-GMO 콩기름 GMO 콩기름

NEC(완전표시제 필요성 인지)
-144.7 29.71
(101.3) (82.59)

상수항
670.2 25.82

(919.0) (843.8)
총 관측치 수 292 292

참여자 수 73 73
𝛈i의 표준편차 412.4 182.4
𝛆ijt의 표준편차 734.5 769.6

주: 통계적 유의수준은 *** p<0.01, ** p<0.05, * p<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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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실험경매법을 통해 non-GMO 및 GMO 콩기름의 WTP를 계측하였고, 경매 라운드를 

거치면서 추가로 제공한 정보에 따른 효과를 WTP 규모의 변화로 규명하였다. 참여자에게 실제로 

현금을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실험경매를 시행함으로써 가상적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총 5라운

드 경매를 진행하면서 각각 색과 맛(무정보), 콩기름의 GMO 여부, 콩 원료의 원산지(국내산 vs. 수

입산), GMO 기술의 잠재 효과(장단점), 완전표시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WTP

에 미치는 정보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non-GMO 콩기름에 관한 WTP는 250ml 기준으로 최소 3,798원에서 최대 5,258원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들은 국내산 원료 콩에 상대적으로 높은 추가 가치를 부여하였고, 완전표시제 조치

가 도입되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GMO 콩기름에 관한 WTP

는 GMO 및 콩 원료의 원산지 정보가 더해지면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최대 3,882원에서 최

소 2,688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표시 정보가 없이 색과 맛만으로만 콩기름의 GMO 여부와 국내

산 및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른바 신뢰재(credence goods)의 특성 아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함을 시사한다(Balafoutas and Kerschbamer 2020). 

실험경매를 통해 추정한 WTP의 변화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신뢰할 수 있는 표시제가 소비자

의 피해를 줄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효과가 표시제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상품 구매 시 해당 표시제를 확인하는 참여자들에게 특히 유의하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GMO 콩기름에 관해 표시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참여자의 

정보효과가 약 119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이 표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결과

인지에 관한 판단에는 추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GMO 기술의 잠재효과에 관한 정보제공이 GMO 콩기름의 WTP에 양(+)의 영향을 미

친 결과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불확실성 혹은 수용도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해소되거나 개선될 여

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실험경매법에 의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이 논문의 한계는 경매 참여자들이 확률적 표집에 의

한 표본추출이 아니란 점이다. 공개적으로 모집한 참여자들이므로 지역이나 인구의 대표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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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이라 단정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내산 콩을 원료로 한 콩기름 제품을 시중에서 구

하기 어려운 접근성의 한계는 처음부터 정보의 비대칭성에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에 따라 

단순한 추가 정보의 제공으로 그 편의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가정하기엔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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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ole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been widely recognized. Despite the widespread recognition and acceptance that 
such a relationship exists, empirical studies testing this hypothesis in the agricul-
tural sector is rare both in Korea and abroad. With a focus on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conditions among region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Using panel data on 
152 local autonomies throughout 2010-2016, the study employs spatial panel 
models that best fit our data’s spatial structure.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that while both road and railway accessibility indic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increase in railway accessibility in modal re-
gi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efficiency gains of neighboring areas concern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Presenting the problems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
tween transportation SOC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discusses limitations in research for future direc-
tions for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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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낙후된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측되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13년 75개(32.9%)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8년 89개(39%)로 증가하는 등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이상호 2018). 지방소멸 위험은 국가 전체의 쇠퇴와도 맞닿아 있는 

연유로 우리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의 확충이다. SOC의 공급은 지역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역시 규모의 SOC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

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 및 철도 SOC의 확충을 국가균

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교통 SOC의 확충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

한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업 부문의 쇠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정성호 

2019; 김경덕 2004).  지난 십여 년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 비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

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업소득은 이십여 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농업은 우리나라 식량

생산 및 식량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기간산업이며, 농업부문의 성장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는 필수요건 중 하나다. 그러나 낮은 농업소득은 농업을 기피하는 직종으로 만들고, 농촌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과 농업 부가가치 제고는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 SOC는 농산업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Kohls and Uhl 2002). 농

촌지역은 지리적 고립성이라는 특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는 데 교통 SOC는 핵심적

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시장 접근성의 개선은 농산물 생산량을 제고

하고 운송 및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개별 농가와 지역 농업소득 증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으로 기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에 한 실증 분석 결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

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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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교통 SOC 투자에 따른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변화가 농업

부문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

는 지역통계 자료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입수한 교통 접근성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특성이 내재된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하여 2010~2016년 기간에 거

쳐 도로 및 철도 접근성의 변화가 농업부문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

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SOC 추진방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SOC 투자는 생산성 및 산출 증 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chauer(1989)는 공공인프라를 생산함수모형에 반영하여 생산량

을 추정한 결과 교통 SOC를 포함하는 주요 공공자본은 국가 생산성 증 에 있어 높은 설명력을 가

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Achauer(1990), Munnell (1990), Morrison and 

Schwartz(1996) 등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통 SOC는 시장의 확 , 생산비용의 

절감, 경제활동의 기회 확 를 통해 수혜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Qi et al.(2020)에 따르면 교통 SOC의 확충은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시켜 타 지역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Litman(2015), Speranz(2018) 등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교

통 SOC는 물류 보관과 운송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교통 SOC의 확충에 따른 이동의 편리성은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시켜 고용의 유연성을 제

고하며, 전반적인 유통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Rokicki and Stepniak 2018).

이처럼 교통 SOC는 수혜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 발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 되기에 국내에서

도 도시-지방, 중심지역-낙후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원호

(2015)는 교통 SOC 투자의 농촌지역 발전 효과를 거시적 차원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

르면 도로 총면적은 군 단위 농촌지역의 인구기반 활성화, 생산성 및 소득 증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생산성 및 소득 증  효과는 인구기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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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김찬성 외(2007)는 교통 SOC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 계수를 추정하여 교통 접근도에 따른 형평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간 교통 형평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공준현·김지욱(2016)은 공간패널모

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산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교통 SOC와는 달리 교통 SOC는 특정지역

의 경제뿐 아니라 인접지역의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안근원 외(2014)는 교

통 SOC는 평균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보유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GRDP가 낮은 수준의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기에 지역별 맞춤형 교통 SOC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다. 

한편 교통 SOC의 효과에 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교통 SOC는 네

트워크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혜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 SOC가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야기한다는 연

구도 있으나(Hulten and Schwab 1991), 소위 ‘빨 효과’로 불리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 가속화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긍정적 외부효과에 비해 크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Boarnet(1998)은 

고속도로 투자는 수혜지역의 산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인접 지역의 손실을 전제로 한

다고 주장한다. 교통 SOC의 투자는 불균형적 공간체계 형성의 가능성을 수반하는데, 이는 SOC 투

자를 받은 지역의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oarnet 1998). 또한 Evans and Karras(1994)와 Holtz-Eakin and Schwartz(1995) 역시 고

속도로 투자와 생산성 변화 간 유의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Raphann and 

Andrew(1994)는 고속도로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는 도시 인접 지역에서만 유효할 뿐 그 밖

의 지역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교통 SOC 투자가 특정 산업 부문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제조업 입지 및 생산

성에 한 영향을 연구한 김형태·안상훈(2009, 2013)과 농수산,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산업에 해 

분석한 강경우·국우각(2001)이 유일하다. 농업부문의 경우 교통 SOC가 농업 발전에 있어 핵심적

인 매개체임에도(FAO 2017; Kohls and Uhl 2002), 그 상관성에 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비교

적 저조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1985~1998년 기간 도로 자본 투자의 효과에 해 연구한 강경구·국

우각(2001)에서 다른 산업과는 조적으로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부(-)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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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해외에서는 Antle(1983)의 연구에서 교통 SOC가 농업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그러한 영향은 개도국에서 현저히 큰 것으로 확인된 이래, 농업 부문 성과에 한 연구는 주로 교

통 SOC 구축 수준이 비교적 저조한 개도국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Felloni et al.(2001)은 중국 내 

도로 증축은 시장 가격이 낮은 곡물에서 고수익 작물로의 작목 전환을 촉진시켜 농업생산성 및 산

출량 증 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Fakayado et al.(2008), lLanto(2012), Fan et al.(2000) 역

시 실증분석을 통해 인도 및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된 농촌지역의 도로 SOC 신설 또는 확

충은 농업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취업 유발 효과 측면에서 농업부문 교통 SOC의 성과에 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Fan et 

al.(2000)은 실증분석을 통해 농촌 도로에 한 투자는 농업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 촉진 및 소득 

증진 효과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Edeme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교통 SOC가 농업

생산성에는 부(-)의 효과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고용 창출에는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로 SOC 투자가 수혜 지역 농산물 생산량에 정(+)의 효과

가 있으며 주변지역의 농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철도는 부(-)

의 직접효과와 정(+)의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Tong et al. 201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교통 SOC 투자가 농업소득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

안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에 국가경제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증 와 같은 농촌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교통 SOC의 확충이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이 농업생산성 증 로도 귀결될 필요가 있다. 낮은 

농업소득에 의한 농업활동 축소의 우려와 농업 신규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

역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소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 SOC가 농촌지역 발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농업 성과 측면의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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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공간패널모형

 교통 접근성 변화가 농업부문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

는 본 연구의 분석에는 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 자료가 활용되었다. 농림어업의 지역내총생산과 농

업소득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어 기 수행된 연구들은 횡단면적 특성, 또는 미시적 수준에 국한되

어 수행되었다. 농업생산과 같은 변인은 지역 내 고유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가 결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횡단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통합한 패널모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

널분석은 여러 가지 통계적 장점도 지니고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희연·노승철 2012; Hsiao  

2003). 패널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본 증 로 인한 자유도의 증가와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야

기될 수 있는 통계적 추정을 강건하게 해주며, 누락 변수나 연구모형의 불완전성에 따른 영향요인

을 오차항이 통제할 수 있다(박종훈 외 2017). 무엇보다도 실증분석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내생

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패널모형 내의 개체는 독립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개체 단위인 지역은 타 지역과 상호연관성

을 형성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개별 지역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지역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공간모형을 적용하여 보다 엄밀한 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모형과 공간모형1 을 결합한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model)을 주요 모형으로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1. 패널모형

패널모형은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모형과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패널모형은 아래 식 (1)과 같

이 표현된다(이희연·노승철 2012; Ashenfelter et al. 2003).

(1)       

      


1  공간모형에 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성우 외(2006), Anselin(1998) 등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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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단위 지역의 농업에 관련된 지역생산성을 나타내며, t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는 관찰되지 않는 개체특성 효과(Individual 

effect)를, 는 관찰되지 않은 시간특성 효과(Time effect)를 의미하며, 는 확률적 교란항

(Stochastic disturbance term)을 나타낸다. 

패널모형의 기본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합동(Pooling)모형을 적용하

면 오차항에 한 동분산성(Homegeneity)과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위배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패널 GLS모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희연·노승철 2012).

패널모형은 오차항에서 개체특성효과( )와 시간특성효과( )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모수를 추

정하게 한다. 이때, 오차항에서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을 고정된 형태의 상수항으로 고려하는 경우에

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확률적 오차항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설명을 위한 패널모형의 

수식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고정효과모형은 오차항 와 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며, 상수항이 개체별

로 상이하게 고정(Fixed)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     )는 개체별로 달라지

며 기울기 모수인 는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작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에 반해,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오차항 와 를 추정할 모수가 아닌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한다. 

고정효과모형은 개체 간 이질성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른 이질성에 비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

간불변적인 개체특성효과를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 확률효과모형은 자유도를 손실하여 효율적 추

정을 방해하는 고정효과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지만 관측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추

정치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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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패널모형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은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

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간적 의존성은 한 지역의 종속변인이 다

른 지역의 독립변인으로 작용하여 상관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성우 외 2006).  공간적 의

존성이 있는 경우   지역의 변수 의 관계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단      ∼   ≠ 

공간적 이질성은 공간특성으로 인해 개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형성되며, 설사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른 종속변인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

적 이질성에 한 수식은 아래 식 (4)와 같다.

(4)     

지역 간 이질성과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 단위 연구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계량모형을 적용

하면 독립성과 동질성을 훼손하여 분석 결과의 효율적 추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영

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모형을 적용하여 공간구조의 특성을 모형 내에 반영하는 것이다. 

패널모형과 공간모형을 결합한 공간패널모형은 기본 패널모형과 마찬가지로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패널모형에서는 모형 선택을 위해 LM검정(Lagrange 

Multiplier test), 하우즈만 검정 등의 절차적 검정을 통해 모형이 선택된다. 하지만 공간패널모형에

서는 검정에 의한 모형 선택보다는 공간확산계수(rho & lambda)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에 따른 선

험적 선택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은 모집단 단위에서의 분석에 효율적이며, 확률효과

모형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자료에 적합하다(Kopczewska et al. 2017). 또한 공간적 특수

효과를 살펴보는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이상호 

2014; Elhorst 2014). 상기 논의를 고려하면, 당 연구가 지역단위 자체가 모집단이라는 점, 공간적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공간패널모형 중 고정효과모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이 지역단위 연구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간패널모형은 아래의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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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는 시차 종속변인의 계수를 의미한다. 만약 시차 종속변수 계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동

적공간패널모형(Dynamic spatial panel model)을 적용하여야 한다(Yu et al. 2008). 는 종속변인

의 공간시차 계수이며, W는 공간가중행렬2 , 는 독립변인에 적용되는 공간시차 계수, 는 독립

변인과 공간가중행렬의 곱을 의미한다. 는 지역을 나타내는 고정효과(=지역 고유 특성으로 표출

되지 않는 특성), 는 연도 고정효과(=연도 고유 특성으로 표출되지 않는 특성), 는 공간오차 계

수, 와   각각 공간오차와 공간오차로 통제되지 않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공간패널모형은 공간자기회귀모형(Spatial Autoregressive Regression: SAR), 공간오차모형

(Spatial Error Model: SEM), 공간자기상관모형(General Spatial Model: SAC), 공간더빈모형

(Spatial Durbin Model: SDM)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개별 모형의 추정계수 및 의미는 하단의 <표 

1>로 요약할 수 있다.

모형 조건 추정 계수 의미 수식

SAR =0, =0 ,   추정 공간시차효과 고려   








SEM =0, =0 ,   추정 공간오차효과 고려        

SAC =0 , ,   추정 공간시차효과와 
공간오차효과 고려   










SDM =0 ,  ,   추정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공간시차효과 고려        

표 1. 공간패널모형 형태별 설명

자료:  저자 작성.

2 공간가중행렬은 역거리 행렬, 인접 행렬 등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공간가중행렬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성우 외(2006), 

Anselin(199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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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자료 및 변인

4.1. 분석 자료

패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각 개체와 시점별로 일정 수준의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및 다양한 유

관기관이 지역단위 시계열 자료를 비교적 잘 구축해 놓은 편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

털(KOSIS), 광역시를 포함한 시도 지역의 통계연보, 국내인구이동통계,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면

적조사, 그리고 도로 및 철도 접근성에 해 교통연구원에서 지역별로 산출한 자료를 토 로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통계청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뢰성을 담보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은 종속

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인과관계를 다면적으로 탐색함과 동시에 통계적으로 효율적인 추정을 가

능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 단위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기간 내 행정구역 통합이 시

행된 지역이 존재하여 공간적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켰다. 

한편, 농업특화수준이 낮은 특·광역시와 공간적 상호작용이 빈약한 도서지역(제주도, 울릉도)은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과정을 거쳐 최종 설정된 분석 상은 총 152개 지역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으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는 개체 수가 많고 시간 범위가 길수록 표본이 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활용되는 농림어업부문 지역내총산출액이 2010년부터 공식

적으로 제공되었기에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적 범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으로 한

정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단위의 152개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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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인

본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변인은 <표 2>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상정한 농업생산성은 농림어업부문 지역내총산출액(당해년가격 기준)을 해당 지역의 총 농가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지역별 농가의 평균적인 생산성으로 표현하였다.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접

근성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 변인을 활용하였다.3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여건의 개선은 접근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조남건 외 2004). 교통 접근성을 산

출하는 다양한 방식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활동기반 교통 접근성 지표는 지역 간의 경제활동에 따

른 공간적 교류를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제적 접근도이다. 해당 접근도는 수단별 통행시간과 

통행비용뿐만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의 산업 활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두 지역 간의 경제활동에 의

한 공간적 상호작용 정도를 반영한다. 경제적 접근도의 수식은 식 (6)과 같이 산출된다. 

(6) 경제적 접근도() =  


 
    ≠ 






 

    ≠ 








여기서 은 지역 수,  는   지역의 도로 또는 철도의 통행유출량, 는 지역의 도로 또는 철도

의 통행유입량, 그리고 는 와   지역 간의 도로 또는 철도에 한 통행량을 나타낸다.

나머지 독립변인은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농업생산성과 

농가 수준의 다양한 변인과의 연관성에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 수준에서 농업생

산성과 개별 독립변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변인인 교통 

접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들을 크게 인구학, 지역경제, 농업환경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통

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 중 농촌인구의 경우 농가수가 많을수록 지역 농업규모가 큰 경향이 있어 

농업생산성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예상된다(김정호·이병훈 2005).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촌인구

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상 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농업이 아닌 농외활동 기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인구는 오히려 지역 농업생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고령화의 경우 고령농일수록 신체적으로 영농활동에 한계가 있어 경지규모가 영

3  최은지(2020)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반영하는 효용 접근성이 농업조소득(농산물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05년까지는 

정(+)의 효과가, 2010년 이후 2015년까지는 부(-)의 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횡단면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

는 반면, 장기자료의 이용과 패널모형을 적용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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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다는 측면에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김수석 

2008). 인구유출 변인의 경우 농촌지역의 인구유출은 주로 4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 내 2-3세  농가수는 지역농업 규모와 양(+)의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변인

은 지역 농업생산성과 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정호·이병훈 2005). 

지역경제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3차산업 사업체 비율과 재정자립도 비율을 선정하였다. 두 가지 

변인 모두 지역의 도시화 수준을 반영한다.4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발

달하므로 3차산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과는 부(-)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는 주로 도시성향이 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농업 활성도가 낮아 농업생산성과는 부(-)의 방향이 예측된다(김성태 2004). 

한편, 농업 관련 변인으로는 농지면적과 논벼, 채소 및 산나물 재배 농가 비율을 지역 수준 농업생

산성 결정 요인으로 적용하였다. 지역 내 농지면적의 크기가 클수록 농업이 활발한 지역일 가능성

이 높으며 농지면적과 지역 농업 규모가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김정호·이병훈 

2005), 농지면적은 지역 수준의 농업생산성에도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작목 변인

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인 논벼, 채소 및 산나물을 선정하였다. 논벼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고령농과 소규모 농업 경영체가 다수를 차지하며(성재훈·추성민 2019), 채소 

및 산나물은 논벼 다음으로 고령농 비중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이다(통계청 2019). 따라서 이들 작

목을 재배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종속변인과 백분율 단위인 변인을 제외한 독립변인에 자연로그를 취한 전

수모형(log-log model)을 적용하였다.5 

4  이는  자료의 한계로 시군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도시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5  전 수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가 전 수모형이 아닌 경우에 비해 호의적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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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인 설명

종속변인
농업생산성 log(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농가 수)

독립변인

인구학
농촌인구 log(농촌인구)
고령화 노인인구비율(%)

인구유출 log(지역 인구 유출)

지역경제
3차산업 3차산업 사업체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농업환경
농지면적 log(논, 밭 면적 합계)

논벼 논벼 재배농가/전체 농가(%)
채소, 산나물 채소, 산나물 재배농가/전체 농가(%)

교통 접근성
도로 접근성 log(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log(철도 접근성)

자료: 저자 작성.

표 2. 변인설명

5. 분석 결과

5.1. 공간분석 및 기초통계

하단의 <그림 1>은 농업생산성의 분포를 2010년, 2013년, 2016년 기준으로  GIS에서 제공하는 

Natural Break방식을 활용하여 10개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농업생산성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북부, 강원도, 전라도 지역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는 부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업생산성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지역별 군집 경향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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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그림 2>는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성, 도로 접근성의 철도 접근성의 공간 군

집을 통해 지역의 군집경향을 2010년과 2016년 두 시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공간통계기법은 

Anselin(1995)이 제안한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활용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

(7)  





  




  





 




  



  

  
  



   

여기서 는 공간가중행렬, 는 개별지역의 값, 는 지역의 평균적인 값을 나타낸다.  국지적 

모란지수는 HH(High-High)유형, LL(Low-Low)유형과 같은 공간적 군집지역과 HL(High-Low)

유형, LH(Low-High)유형과 같은 공간적 이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희연·심재헌 2011).6   분

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생산성은 전라남도 지역에서만 2010년, 2016년 H-H 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도권 지역은L-L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간적 이례지역으로 분류되는 

두 시점 모두 H-L 지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었으며, L-H지역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6  특정지역과 특정지역 주변의 값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H-H, 특정지역과 특정지역 주변의 값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L-L, 특정지역은 

높지만 주변지역이 낮은 경우에는 H-L, 특정지역은 낮지만 주변지역이 높은 경우에는 L-H로 분류된다.

2010 2013 2016

주: 농업생산성은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으로 지도상에 표현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농업생산성의 공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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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은 수도권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충남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H-H 군집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도와 전라도 전역은 L-L의 군집 경향을 보여주고 있

으며, 교통의 결절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H-L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의 공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생산성의 지역별 군집경향은 강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농업생산성과 교통 접근성과의 관계를 국지적 모란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으

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관계성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은 패널자료의 기초통계를 제공한 자료이다. 농가구당 농업생산성은  25.3백만 원으로 나

항목 농업생산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2010

2016

주 1) 농업생산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변인은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2) H-H, H-L, L-H, L-L 순으로 지도의 명암이 흐려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공간통계분석을 통한 지역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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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지역 간 편차는 지역 내 편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농촌인구의 전반적 평균인원

은 약 1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체 간 편차는 약 9천 1백명, 개체 내 편차는 1천 6백명으로 조

사되었다. 고령화율은 전체 패널에 해서 19.6%로 나타났으며, 개체 간 편차는 7.9, 개체 내 편차

는 1.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유출은 약 2만 6천 명이 지역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

역 간 편차는 3만 6천 명, 개체 내 편차는 약 2천 7백 명으로 드러나 지역 간 인구 유출 규모가 크게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3차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1차, 2차 산업을 압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패널 전체 평균은 24.7%로 나타났으나, 개체 간 편차

는 14.5% 수준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난 반면, 개체 내 편차는 2.3%에 불과해 재정자립도의 개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면적은 개체 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반면, 개체 내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어 농지면적에 한 지역 간 농업자본의 차이가 큰 것으로 추측된다. 농업

생산 작목의 경우에는 논벼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채소, 산나물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경우에는 모두 개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난 반면, 개체 내 편차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교통 접근성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

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체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농업생산성 25.3 13.0 0.1 82.0 개체 간 11.9 0.2 63.0
　 　 　 　 　 개체 내 5.3 -4.6 54.1

농촌인구 16,350.6 9,300.0 1,079.0 54,631.0 개체 간 9,185.5 1,346.3 49,175.4
　 　 　 　 　 개체 내 1,610.4 9,739.8 21,987.3

고령화 19.6 7.9 6.2 37.5 개체 간 7.9 6.7 34.7
　 　 　 　 　 개체 내 1.1 15.9 22.5

인구유출 25,973.1 36,124.9 1,325.0 198,070 개체 간 36,118.8 1,486.4 183,171
　 　 　 　 　 개체 내 2,793.8 6,388.1 42,373.1

3차산업 83.8 8.8 16.7 98.9 개체 간 8.7 22.3 98.7
　 　 　 　 　 개체 내 1.6 53.4 91.9

재정자립도 24.7 14.6 7.3 69.4 개체 간 14.5 9.0 64.4
　 　 　 　 　 개체 내 2.3 8.8 42.0

농지면적 5,968.6 5,191.9 0.0 23,451.0 개체 간 5,198.4 0.0 22,807.3
　 　 　 　 　 개체 내 292.5 4,323.9 7,263.1

논벼 40.4 18.9 0 81.95 개체 간 18.5 0.5 79.0

표 3.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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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패널 GLS 모형 분석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반선형모형(Pooled OLS)을 통해 지역과 연도에 상관없이 교통 SOC가 

지역 수준 농업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농촌인

구, 고령화, 인구유출, 3차산업, 재정자립도, 논벼, 채소 및 산나물 등 농지면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

은 농업생산성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분의 변인에서 높은 수준의 통

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독립변인인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 또한 1% 수준

에서 농업생산성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1) 도로 접근성 (2) 철도 접근성

Coefficient Std. Error Coefficient Std. Error

절편 3.8372 *** 0.4229 3.9348 *** 0.4269
농촌인구 -0.4756 *** 0.0738 -0.4989 *** 0.0740
고령화 -0.0391 *** 0.0048 -0.0401 *** 0.0048

인구유출 -0.0350 0.0510 -0.0723 0.0539
3차산업 -0.0053 *** 0.0020 -0.0048 ** 0.0020

재정자립도 -0.0065 ** 0.0029 -0.0114 *** 0.0025
농지면적 0.7750 *** 0.0533 0.8139 *** 0.0525

논벼 -0.0033 *** 0.0012 -0.0036 *** 0.0012
채소, 산나물 -0.0011 0.0015 -0.0019 0.0016
도로 접근성 -0.2073 *** 0.0425
철도 접근성 -0.1407 *** 0.0415

F 174.57*** 171.24***

표 4. 일반선형모형(Pooled OLS) 분석 결과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체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체 내 3.9 19.9 52.2
채소, 산나물 24.2 14.6 2.7 81.5 개체 간 13.6 4.3 74.6

　 　 　 　 　 개체 내 5.3 2.7 49.4
도로 접근성 1,966.8 3,994.1 56.6 25,831.1 개체 간 4,005.4 56.6 25,788.9

　 　 　 　 　 개체 내 5.1 1,928.6 2018.7
철도 접근성 4,737.0 7,638.9 143.1 45,876.0 개체 간 7,656.7 147.9 45,242.4

　 　 　 　 　 개체 내 241.0 1,470.3 7,469.1

주: 기초통계는 자연로그를 취하기 이전 값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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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모형을 통해 분석한 위의 결과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quared) 값은 두 가지 모형

에서 모두 0.59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 모형은 교란항의 동분산

(homoscedasticity)과 비자기상관(no autocorrelation)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시군 단위 지역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형태의 패널이라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분산과 

비자기상관 가정의 비현실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완화

한 일반화최소자승(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선형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들이 GLS 

모형에서도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변인
(1) 도로 접근성 (2) 철도 접근성

Coefficient Std. Error Coefficient Std. Error

R-squared 0.5985 0.5939
Adj. R-squared 0.5951 0.5904

N 1,064 1,064

주: *** p<0.01, ** p<0.05, * p<0.1.

변인
GLS1 GLS2 GLS3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절편 3.8372 *** 3.9348 *** 2.9799 *** 3.2101 *** 3.4454 *** 3.5796 ***

농촌인구 -0.4756 *** -0.4989 *** -0.5741 *** -0.6188 *** -0.6051 *** -0.6496 ***

고령화 -0.0391 *** -0.0401 *** -0.0194 *** -0.0200 *** -0.0222 *** -0.0216 ***

인구유출 -0.0350 -0.0723 -0.0172 -0.0584 -0.0223 -0.0508
3차산업 -0.0053 *** -0.0048 ** -0.0018 -0.0030 -0.0035 *** -0.0043 ***

재정자립도 -0.0065 ** -0.0114 *** -0.0001 -0.0022 -0.0041 *** -0.0057 ***

농지면적 0.7750 *** 0.8139 *** 0.8245 *** 0.8743 *** 0.8247 *** 0.8643 ***

논벼 -0.0033 *** -0.0036 *** -0.0033 *** -0.0033 *** -0.0034 *** -0.0033 ***

채소, 산나물 -0.0011 -0.0019 0.0001 0.0002 0.0006 0.0008
도로 접근성 -0.2073 *** -0.1601 *** -0.1352 ***

철도 접근성 -0.1407 *** -0.0947 ** -0.0744 ***

Log Likelihood -870.3311 -876.4342 - - - -
Wald 1,586.03*** 1,555.80*** 2,608.95*** 2,614.94*** 2,309.24*** 2,327.28***

Number of groups 152 152 152 152 152 152
Time Period 7 7 7 7 7 7

N 1,064 1,064 1,064 1,064 1,064 1,064

표 5. 패널 GLS 모형 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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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1은 개체 간 동분산과 비자기상관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 모형으로 표준오차 값만 다를 

뿐 계수 값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GLS2와 GLS3은 각각 동분산과 자기상관, 이분산

과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질성 및 자기상관이 없음을 가정하

고 분석을 수행한 모형에 비해 두 가정을 더욱 완화한 모형(GLS1 → GLS3)일수록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계수 값이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GLS3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인구, 고령화, 인구유출, 3차산업, 재정자립도, 논벼 변인은 지역 수준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유출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지면적은 1%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채소·산나물은 예상과는 반 로 부(-)의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은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

(magnitude)는 도로 접근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5.3.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함에도 모형 내 공간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간관계를 외면한 채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Efficiency)과 편의성(Bias)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공간계량모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간적 효과를 반영하는 공간패널모형 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농업생산성에 한 전역적 

모란지수(Global Moran’s I) 검정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역적 모란지수 

검정은 공간계량경제모형에서 출발한 검정 형태로 공간적 자기상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 

주 1) GLS1은 개체 간 동질성(=homoskedastic)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음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
행한 모형임.

2) GLS2는 개체 간 동질하지만 자기상관이 개체 간 부분적으로 1계 자기상관에 있음을 가정함.

3) GLS3은 개체 간 이질적이며 자기상관이 개체 간 부분적으로 1계 자기상관에 있음을 가정함.

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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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 중 가장 선호되는 방법의 하나다. 동 지수는 연구 상지역 내 유사한 값들의 전반적인 군집

경향을 측정하며,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여 관측 값이 유사할 때는 정(+)의 값이 도출되고 그 반

의 경우에는 부(-)의 값이 나타난다. 

<표 6>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농업생산성에 한 연도별 모란지수이다. 분석 상 연도인 

2010~2016년에서 모두 모란지수가 정(+)의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군집 패턴 존재에 한 

가설검정에서 모든 연도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자료는 자기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생산성은 공간가중행렬로 계

산된 인접지역들의 영향력과 양(+)의 관계가 있기에 일반 패널모형보다는 공간효과를 통제하는 공

간패널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oran’s I 0.150*** 0.160*** 0.141*** 0.127*** 0.116*** 0.128*** 0.121***

주: 공간가중행렬은 역거리가중치행렬(Inverse distance weight matrix)을 이용함. 

표 6. 전역적 모란지수

공간패널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차(Spatial lag)를 적용하기 위해 공간가중행렬

(Spatial weight matrix)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가중행렬의 표적인 형태는 거리기반 행렬

과 인접기반(Continuity) 행렬로 구성할 수 있다. 거리기반 행렬은 역거리행렬(Inverse distance 

weight), 역거리제곱행렬(Inverse squared-distance weight matrix)로 구분되며, 인접기반 행렬은 

Rook과 Queen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7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상기의 두 가지 기반

의 행렬이 주로 활용된다. 인접기반 행렬에서는 인접 지역(Neighbor region)에 미치는 국지적 공간 

효과(Local spatial effect)를 살펴볼 수 있는 반면, 거리기반 행렬에서는 i지역과 j지역 간의 영향 관

계 전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전역적  공간효과(Global spatial effect)를 살펴볼 수 있다(Lesage 

and Pace 2009; Kopczewska et al. 2017). 다양한 공간가중행렬의 적용은 공간계량모형의 분석 결

과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공간가중행렬의 선택은 절차적 논의를 준용하기

보다는 연구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자의 경험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네

7  Rook과 Queen 등 인접기반 행렬의 종류에 한 설명은 이성우 외(2006) 또는 Anselin(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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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화된 교통 SOC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바, 단순히 국지적 공간효과에 국

한되어 살펴보기보다는 전역적 공간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역적 공

간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거리기반의 역거리 행렬을 본 연구의 공간가중행렬로 선정하였다.  

<표 7>은 이원고정효과모형(Two way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공간패널모형에 해 분

석한 결과이다. 공간패널모형 분석에 있어 SAR, SEM, SAC, SDM 등 네 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1) 

도로 접근성, (2) 철도 접근성, (3) 도로 접근성 + 철도 접근성  모형8 에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

기 모형 중 SAC모형을 제외하고는  rho와 lambda값이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공간패널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확인하였다. rho값은 부(-)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며(Kao and Bera, 2013) 

lambda 값 역시 부(-)의 방향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모형에서는 지역 간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 모형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한 검정과정, AIC, Log likelihood의 값 등을 비교하여 선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인인 교통 접근성 변인의 통계적 유의성, 독립변인

의 공간상호작용( )에 한 효과도 내포하고 있어 SAR, SEM 모형 보다 광범위한 해석을 가

능하게 해주는 SDM모형9 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SDM의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인구학적 통제변인인 농촌인

구, 고령화 변인은 농업생산성에 각각 통계적으로 1%, 10% 유의 수준 내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인구 유출에 한 변인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농촌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면 노동력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액이 증가할 개연성도 존재하였지

만, 농업구조 변화에 따라 농업활동이 아닌 농외활동의 비중이 높은 겸업농가가 농촌지역에서 증가

하고 있는 현상에 의해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 변인의 경우 고

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체적으로 고령화율이 

1% 증가하는 경우 농업생산성은 약 0.3% 수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8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을 모형 내 동시에 고려한 것은 교통 접근성에 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교통 인프라별 영향력

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9  SDM 모형의 경우에는 가 모형 내에 포함되어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과 식별로 인한 추정치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편의성과 관찰불가능한 요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Lesage  

and Pa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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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생산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농업생산성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를 변하는 재정자립도와 3차산업 변인은 각각 부(-), 정(+)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3차산업 변인의 경우에는 예측한 것과 상이하

게 정(+)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와 같은 가치사슬을 연계한 형태가 농촌지역

에 도입되어 농촌관광, 농산물 가공 등 3차산업과의 결합이 농업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나, 관광 및 가공 등을 제외한 고유한 3차산업의 지역 내 비중은 1차산업의 확 를 억

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면적은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농지면적 1%의 증가는 농업생산성 0.5%의 상승

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농업생산성 증 에는 다양한 관련 산업의 육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농업생산의 본원적인 역할을 하는 농지면적의 확보가 중요함을 추

측할 수 있다. 이는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업생산성 증 를 도모하는 

농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목변인인 논벼, 채소 및 산나물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

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접근성 변인의 경우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은 각각의 개별모형과 두 접근

성을 모두 통제한 모형 모두에서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계적

으로 모두 10% 이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을 모두 

통제한 모형의 경우에는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1% 변화에 농업생산성이 각각 –4.2%, 

-0.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철도 접근성에 비해 큰 것으로 예측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했음에도 이러한 공적 투

자가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2000년  이후 시행된 교통 SOC의 확충은 농촌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을 위한 교통 접근성 개선과

는 유리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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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SAR SEM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농촌인구 -0.6817 *** -0.6903 *** -0.6853 *** -0.6680 *** -0.6827 *** -0.6768 ***

고령화 -0.0423 *** -0.0428 *** -0.0408 ** -0.0444 *** -0.0445 *** -0.0427 ***

인구유출 -0.0655 -0.0702 -0.0679 -0.0626 -0.0699 -0.0679
3차산업 0.0041 0.0040 0.0042 0.0045 0.0044 0.0045

재정자립도 -0.0043 -0.0040 -0.0039 -0.0044 -0.0039 -0.0038
농지면적 0.4221 ** 0.4113 ** 0.4158 ** 0.3816 ** 0.3699 ** 0.3746 **

논벼 -0.0011 -0.0012 -0.0013 -0.0010 -0.0011 -0.0012
채소, 산나물 -0.0012 -0.0010 -0.0012 -0.0012 -0.0010 -0.0011
도로 접근성 -2.6763 -2.4258 -2.1401 -1.9047
철도 접근성 -0.3838 ** -0.3647 * -0.3311 * -0.3161 *

rho -0.7734 *** -0.7784 *** -0.7804 ***

lambda -0.7919 *** -0.8022 *** -0.7773 ***

Log Likelihood 150.2991 160.1630 161.0537 159.2641  160.1910 160.8179
AIC -296.5983 -298.3259 -298.1075 -296.5281 -298.382 -297.6358 
BIC -241.9306 -243.6582 -238.47 -241.8604 -243.7143 -237.9983

Number of groups 152 152 152 152 152 152
Time Period 7 7 7 7 7 7

N 1,064 1,064 1,064 1,064 1,064 1,064

주 1)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에 대한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내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 p<0.01 ** p<0.05 * p<0.1.

표 7.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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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SAC SDM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농촌인구 -0.6805 *** -0.6902 *** -0.6853 *** -0.6923 *** -0.6836 *** -0.6853 ***

고령화 -0.0431 *** -0.0436 *** -0.0411 ** -0.0310 * -0.0317 * -0.0297 *

인구유출 -0.0656 -0.0710 -0.0682 -0.0311 -0.0343 -0.0257
3차산업 0.0042 0.0042 0.0042 0.0044 0.0039 0.0045

재정자립도 -0.0044 -0.0040 -0.0039 -0.0016 -0.0014 -0.0016
농지면적 0.4123 ** 0.3985 ** 0.4125 ** 0.5302 *** 0.5158 *** 0.5255 ***

논벼 -0.0010 -0.0012 -0.0012 -0.0011 -0.0015 -0.0014
채소, 산나물 -0.0012 -0.0010 -0.0012 -0.0020 -0.0018 -0.0020
도로접근성 -2.5496 -2.3874 -4.5177 ** -4.2779 *

철도접근성 -0.3680 * -0.3612 * -0.5329 ** -0.5113 **

W*독립변수
농촌인구 -0.7324 -0.4926 -0.6670
고령화 -0.4197 ** -0.4011 ** -0.4134 **

인구유출 -0.5478 -0.7602 -0.6849
3차산업 0.1299 * 0.1134 0.1338 *

재정자립도 0.0570 * 0.0628 * 0.0579
농지면적 -3.3003 * -4.0060 ** -3.5725 *

논벼 0.0243 0.0197 0.0222
채소, 산나물 -0.0141 -0.0133 -0.0131
도로 접근성 23.4805 22.7096
철도 접근성 1.1326 1.0651

rho -0.5740 -0.5272 -0.7216 -1.0449 *** -1.0340 *** -1.0665 ***

lambda -0.1750 -0.2295 -0.0537
Log Likelihood 159.3777 160.2723 161.0693 167.0330 167.6068 169.4645

AIC -294.7554 -296.5446 -296.1385 -294.0659 -295.2137 -294.929
BIC -235.1179 -236.9071 -231.5313 -194.6701 -195.8179 -185.5936

Number of groups 152 152 152 152 152 152
Time Period 7 7 7 7 7 7

N 1,064 1,064 1,064 1,064 1,064 1,064

주 1)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에 대한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내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 p<0.01 ** p<0.05 * p<0.1.

표 7.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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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W*는 독립변인들의 인접지역에 한 공간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부분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

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변인과 접근성 변인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한 영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지역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2, 3차 산업이 발달된, 도시화 면모를 보이는 시

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역에 가까운 농촌지역일수록 농업보다는 인접지역에

서 비농업 소득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

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정지역의 농지면적은 그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반 로 인접지역

의 농업생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면적이 클수록 농업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업소득 창출 기회가 더 많은 인근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

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주변 지역에 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앞서 분석된 독립적인 효과

와는 반 로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음에도 결과의 함의를 서술

하면, 특정 지역의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면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적 특성이 강한 철도 정차역의 특성상 지역 자체에서의 농

업생산성은 부(-)의 효과를 가지지만 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연계된 주변지역의 경우 철

도 접근성의 제고가 농업생산성의 제고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도로와 철도 모두에서 도시적 특성이 강한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자체

에서의 농업생산성 증 에는 부(-)의 효과가 있는 반면 인접지역의 농업생산성 증 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 모두 인접지역으로의 영향에 

한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로 접근성의 효과가 공간적 제한을 가진다는 것

을 나타내며, 특정 지역과 인접 지역들의 경우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의 도로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시장경쟁력 우위가 주변지역의 기회 상실로 귀결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반면 철도가 가지는 광역 운송의 특성상 한 지역에서의 접근성 개선은 정차역이 위치

한 해당 지역보다는 인접한 주변 지역에서의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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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망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함의로 판단된다.

한편, Lesage and Pace(2009)는 공간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간계량모형의 자체 분석 결과

보다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에 한 분석을 통해 지역 간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철도 접근성에 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가 농업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식 (8)을 이용하였다.

(8)  





















  
   






 








   

  

식 (8)에서 지역 내 특성이 지역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식 우측 행렬의 의 평균이며, 

지역 내 특성이 타 지역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행렬을 제외한 행 값(또는 열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Lesage and Pace 2009).

<표 8>은  종속변인의 공간적 자기상관성(rho)에 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SDM과 SAR을 

적용해 직접 및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독립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해 

인접지역에 한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SDM모형의 경우 식 (8)을 그 로 적용하면 간접효과가 중

복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SDM모형은 직접효과만을, 그리고 SAR모형은 직접 및 간접

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SDM모형의 경우 도로 및 철도에 한 직접효과는 두 모형 모두에서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이것은 10% 또는 더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SAR모형의 경

우 철도 접근성은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했으나, 도로 접근성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AR모형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추정에서는 철도 및 도로 접

근성 모두에서 정(+)의 효과가 추정되었으나 그 크기는 직접효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총 효과는 철도 및 도로 접근성 모두에서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직접효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은 10% 수준에서 철도 접근성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도로 및 철도의 접근성 변화가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앞선 공간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개선이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09

변인
SDM SAR

직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도로 접근성 -4.2948 * -2.2730 0.9768 -1.2962
철도 접근성 -0.5167 ** -0.3588 * 0.1545 * -0.2043 *

주:  ** p<0.05 * p<0.1.

표 8.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6. 결론

교통 SOC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생산·소비 활동과 산업 전반에 지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이다. 교통 SOC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수행되

어 왔다. 하지만 교통 SOC의 농업 부문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부족한 형편

이다. 이것은 교통 SOC가 주로 도시와 관련된 변수라는 학술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측면과, 응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축 및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교통 SOC 투자가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접근성 개선이 농

촌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로 2010~2016년 기간에 

한 통계청의 시군 집계자료와 교통연구원의 교통 접근성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공간자

료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 중 공간더빈모형(SDM)을 중

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상 기간 동안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접근성의 변화는 수혜 지역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SDM 모형 외에도 합동 OLS, GLS와 공간패널모형인 SAR, SEM, 

SAC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통 SOC 투자를 통한 접근성 개

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적 투자가 농업 부문에는 영향이 없었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교통 SOC의 확충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업 활동을 위한 



110 제43권 제4호

교통 접근성 개선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

만 철도가 가지는 광역 운송의 특성상 한 지역에서의 화물 및 여객의 접근도 개선은 정차역이 위치

한 거점지역보다는 주변지역에서의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신규 철

도건설 또는 기존 노선에서의 정차역 증설 시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계도

로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망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함의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통 SOC 정책은 총량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효율성 

측면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다. 교통 SOC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공간적 측

면에서의 공정한 시장진입에 한 보장과 이를 통한 지역 간 격차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교통 SOC 분야에 막 한 재정을 투입해 왔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

다. 하지만 교통 SOC 확충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 노력은 농촌자치단체의 지속적 발전에 동력원

이 되는 농업의 생산성 제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 방

향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물류이동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큰 영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과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 등 도시 중심 교통 SOC 

투자로 인해 농업 및 농촌 부문에서의 인프라 구축에 한 고려가 미비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특이성에 한 고려 없이 

현재와 같은 교통 SOC 정책이 지속될 경우 산업 및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은 여전히 농촌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따라서 교통 SOC 투자가 지역 간 균형발

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의 농업 그리고 공간

으로의 농촌에 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막 한 예산의 교통 SOC 

투자를 통한 시장 접근성의 기회가 농민과 농촌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들에도 공정하게 배분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 SOC 투자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공

간패널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다음

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먼저, 이용 가능한 자료 구독의 제약에 따른 한계이다. 패널자료 구성

에 활용 가능한 변인 등의 한계로 인해 지역 농업생산성을 변하는 변인으로 노동생산성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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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토지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등 모든 생산요소를 반영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종속변인으로 활

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생산성 계측에 지역의 작목 비중과 같은 실제 영농의 특성, 연도별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액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시군 수준보다 세분화된 읍면 수준의 지역자료 활용은 보다 차별화된 연구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무엇보다 교통 SOC 투자의 효과는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생

산성 유발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농업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과 이하인 지역을 구분한 분석은 교통 SOC 투자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한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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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Vietnam War, the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a Korean 
Agricultural Technical Group (KATG) to support South Vietnam. It was the first 
case of overseas transfer of farming technologies in Korean agricultural history, 
but so fa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studies on this.
The dispatch of the KATG to Vietnam took place under the structure of tr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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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Starting with March 18, 1967, it lasted more than eight years until 
Vietnam became communized in April 1975. During this period, at least 200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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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of the agricultural economy, water management, and fisheries. Their sup-
port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arming and fishing 
industry in South Vietnam,  devastated by the war. They also played a role in 
supporting Korean troops dispatched to Vietnam. The dispatch of the KATG to 
Vietnam also achieved approximately USD 2 million. 
The  dispatch of the KATG to Vietnam during the war period has significance 
in research for agricultural history and war history as well. Therefore, more stud-
ies to supplement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need to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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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60~70년대 베트남전쟁은 한국 사회에 많은 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다. 한국은 1964년 9

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약 8년 7개월 동안 연인원 32만여 명의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하 다. 그러

나 한국 정부는 군대 이외에도 의료, 기술,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해 전쟁 중인 남

베트남을 지원하며 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 다.1 

전쟁 당시 남베트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활동 중에는 농수산 분야의 협력도 있었다. 한국은 

1967년 3월, 18명으로 구성된 ‘농업기술단’을 처음 파견하여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

지 약 8년 이상 지속하 다. 당시 농업기술단은 이름과 달리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도 포함되

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베트남 산업을 재건하는 데 기여하 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과 활동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

렵다. 일부 관련 책자에 1967년 주월 한국 농업사절단원이 처음 해외사업에 참여하 다는  단편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거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a),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의 첫 해외사업으로 

농업기술단 파견을 소개하면서 메콩 델타(Mekong Delta)지역의 기술용역 사업과 1972년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발주한 고꽁(Go Cong) 지구 농업개발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한국농

어촌공사 KRC 해외리포트 2020). 그나마 한국농촌공사 100년사에는 공사의 해외기술용역 사

업을 소개하면서 다른 곳보다 내용과 분량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농업기술단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유사한 정도다(함종만 2008). 농업기술단 관련 기존연구도 수리반 단원으로 파견된 김학

의 논문이 유일하다(김학  1971). 그러나 문으로 된 이 논문에서도 수리반의 활동만을 요약해 

기술함으로써 전체적인 농업기술단의 파견 배경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전쟁 시기 농업기술단의 파견에 대해서는 국내 농업기술의 첫 해외파견이라는 점

에 공통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단의 파견 배경이나 현황, 베트남에서의 주

요한 활동 및 성과 등을 제대로 규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농업기술단이 한국 농업

사의 첫 해외파견이었던 만큼 이들의 활동을 연구하고 기록할 필요는 충분할 것이다. 2 

1  이 글에서는 당시 국내에서 ‘월남(越南)’으로 불렀던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을 ‘남베트남’으로 표기하 다. 

2  한국은 1968~1981년까지 정부주도하에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지역에  총 25,304ha의 농지를 매입해 ‘농업이민’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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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이 연구는 베트남전쟁 당시 군대 이외에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

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외교사료관 등에 산재해 있는 관

련 사료와 당시의 언론 보도, 대한뉴스, 주월한국군 자료 등을 토대로 농업기술단 파견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농업기술단이 평시도 아닌 전쟁 중이던 남베트남에 어떤 배경에서 파견되었고, 이들

의 활동은 무엇이었으며,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농업기술단의 파견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농

업기술단의 파견 현황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농업기술단의 파견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이 논의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 다.

2. 농업기술단 파견 배경과 전개

2.1. 파견 배경

한국과 남베트남은 1956년 5월 23일 공사관계를 수립하고 1958년 3월 1일 사이공(Sai Gon)에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시작하 다(외교부 2015). 이후 1957년 9월 남베트남

의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1958년 11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본격화되었다(이신재 2017b). 

그러나 양국관계는 인도차이나와 한반도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00년대 초

반 대한제국에서 흉년으로 인해 쌀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안남미’

로 불린 베트남산 쌀을 프랑스 상인과 계약해 수입한 바 있다(박성준 2013). 남베트남 정부 이전에 

존재했던 베트남국(State of Vietnam)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물자를 지원해 주었다(양 조 

2011).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 발전 속에서 1959년 2월 28일 서울에 ‘한월협회(韓越協會)’가 창

립되기도 하 다(최상수 1966).3  

개한 바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이에 반해 베트남에 파견된 농업기술단은 이민이 아니라 농업기술지도를 주 임무로 하

으며, 시기적으로도 남미지역 농업이민보다 1년 이상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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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양국 간에 정식 교역이 진행되었다. 1962년 11월 체결된 한국과 남

베트남의 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산 농기구 등이 남베트남에 수출되었고(농림부 1962), 1963년에는 

베트남 쌀 10,000M/T을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 다(재무부 1963; 농림부 1963). 주한 미 대외원조

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원조용으로 지원된 소맥분 

4,000톤이 남베트남에 대여되기도 하 다(경제기획원 1963).

한국과 남베트남 관계의 발전 속에서 1964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양국을 더

욱 가깝게 만드는 변곡점이 되었다. 특히, 1965년 10월 전투부대 파병이 시작되면서 양국관계는 군

사적 측면 이외에 경제부문에서도 밀접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이 함께하면서 전쟁 기간 3국간

에는 이른바 ‘3각 경제협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전개되었던 한국과 남베트남 간 이루어진 다양한 경제협력은 미국의 지원을 기

반으로 하 다. 한국, 미국, 남베트남 간의 이른바 ‘3각 경제협력’의 기본 구조는 남베트남이 필요

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은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한국으로선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남베트남은 이것의 수혜자 입장이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1965년 9월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일권 총리는 말레이시아 방문길에 사이공에 들러 남베트남의 응우옌반티에우

(Nguyen Van Thieu) 대통령, 응우옌까오끼(Nguyen Cao Ky) 수상, 그리고 남베트남 주재 미국대

사인 로지(Henry Cabot Lodge Jr) 등을 만나 한국, 미국, 그리고 남베트남 3국 간의 경제협력방안

을 논의하 다(동아일보 1965. 10. 7.). 이후 1965년 11월 8일 남베트남의 키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

면서 양국 간 제1차 경제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상호 경제협력 강화, 무역 증

진, 기술협조, 남베트남 후방지역사업에 한국 참여 등의 합의를 이루었다(동아일보 1965. 11. 10). 

전쟁기간 양국은 1965년 11월 제1차 ‘한월경제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협력 회의

를 개최하 다.4  또한, 사이공에 ‘주월경제협력단’을 설치해 주월미군 및 남베트남과의 교섭을 담

당하 다(대통령비서실 196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인력과 기업들이 

3  이 협회는 1958년 12월 5일 최상수의 발기로 1959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충무로 1가 33번지 고려기계건설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초대회장은 안용백 국회의원이 맡았다. 회칙에는 협회의 목적을 ‘한국과 월남 두 나라 사이의 문화 및 경제를 교

류하여 그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 다.

4  이후 ‘한월경제각료회의’는 1966년(2차), 1967년(3차), 1970년(4차), 1973년(5차), 1974년(6차) 개최되었고, 1975년 예정되었던 

7차 회의는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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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도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

화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던 남베트남 정부는 각국에 농업기술 지원을 요청하

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64년 7월 14일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통해 전쟁 

수행과 남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혁명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각국에 호소하는 이른바 ‘더 많

은 깃발(More Flags)’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Stanley Robert Larsen et al. 1974). 이에 따라 한

국도 미국과 남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군대 파병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남베트남을 지원했는데, 

농업기술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견되었다.

2.2. 전개 과정

1964년 9월 140명 규모의 의무부대와 태권도교관단이 베트남에 처음 파병된 이후 1965년 10월

부터는 전투부대가 파병되기 시작하 다. 남베트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활동 또한 전투부대 

파병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기 시작하 다.

이 무렵 한국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 문제가 제기되었다. 1965년 말 남베트남 정부가 사이공

에 있던 남베트남 주재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Vietnam: USAID/V)를 통해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을 요청해 온 것이었다. 1966년 3월 기준 베

트남 현지에는 이미 미국 150명, 대만 72명, 필리핀 42명의 농업기술단이 진출해 남베트남의 농업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었다(농림부 1967a).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66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남베트남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농

업, 수리, 수산업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 다(농림부 1967a). 1966년 4월 20일 한국의 토지

개량조합연합회는 현지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술자의 남베트남 파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건의사항을 

보고하 다(토지개량조합연합회 1966).5  당시 보고내용에는 ① 우선 기술자 2명을 남베트남 주재 

미국 대외원조처(USOM, Vietnam: USOM/V)의 지원으로 사이공에 주재시켜 앞으로 파견될 한

5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1962년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해 기존의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조직으로 1970년 지하수

개발공사와 합병되어 농업진흥공사로 발전된 조직이다. 이후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

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BasicInfo.do?code: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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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리기술단(1차)을 대표하게 하고, 남베트남 정부 및 USOM/V에 조언과 연락을 취하도록 할 

것,  ② 1차 수리기술단은 한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1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을 전담

하게 하고, 그 지역은 메콩강 델타지역 또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제2군단 지역으로 할 것을 건

의하 다.

또한, 특정한 1개 지구의 조사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 다. 1안은 토지개량조합

연합회가 USOM/V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합회의 책임하에 사업을 완수하는 방안이고, 2안

은 기술단 전원을 USOM/V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었다. 여기서, 1안의 경우 행정직을 포함

해 100∼200명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2안의 경우에는 어능력의 제한으로 기술자 30명 

정도를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 다. 추가로, 파견자에 대한 보수는 월 600달러 이상을 확보

하고, 근무시간은 주당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파견자에 대한 귀국 후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 다.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현지 조사와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1966년 7월 남베트남 농무상 일행의 

방한 시 농업기술단 파견문제를 논의하 다. 1966년 7월 26~30일 서울에서 개최된 남베트남 농무

상과의 회의에서 양국 농림장관들은 미 국제개발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농업기술자 18명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합의하 다(외무부 1966a; 1966b). 이후 같은 해 12월 22일 한국의 박동묘 

농림부 장관이 남베트남을 방문해 람반찌(Lam Van Tri) 농림상과 농업기술단 파월계약을 정식으

로 체결하 다(농림부 1966; 1967a).  

2.3. 파견 협정 내용

농업기술단 파견 협정의 전문(前文)에는 남베트남 농무성, 미국 국제개발처, 한국 농림부 3자 간

의 역할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남베트남 농무성은 미국 국제개발처에 대해 작물생산, 수

리시설, 수산업 및 일반 농촌개발에 관한 사업의 보강과 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지원할 기술용역을 제공하며, 미국은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미

국·남베트남 3자 간의 인적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농림부 1966).6  

6  이러한 3국의 인적 용역사업은 비단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기술인력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군대의 의료단

과 달리 순수 국내 민간의료인력으로 구성된 ‘한국 민간의료단’의 파견이나 각 분야의 기술인력 파견, 그리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

지 진출 등은 대부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개발공사라는 

인력 송출 전담 회사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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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1조에는 이 사업의 내용과 요원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 농림부가 남

베트남 정부의 지시와 농무성 및 남베트남 주재 USAID 기술자들의 협조하에 기술용역을 제공하

는 한국 농업기술단을 조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농업기술단의 규모는 총 18명(단장 1명, 행

정보좌관 1명, 수산기술자 6명, 수리기술자 5명, 작물생산 관련 연구 및 지도담당 기술자 5명)으로 

구성되며, 파견 기간은 12개월로 하 다. 기술단 단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소한 4년제 대학교육을 

마치고, 해당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구비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에 능통한 

자로 하 다. 이들에게는 월 550달러의 봉급과 12,000피아스터(Piaster)의 주거 생활비가 제공되

었다.7  한국 농림부는 이들이 출발하기 전 2주간에 걸쳐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 다(농림

부 1966; 농림부 1967a). 한국 농업기술단에게 부여된 임무도 작물생산, 수리관개, 수산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표 1>은 농업기술단의 분야별 임무를 나타낸다.

표 1. 한국 농업기술단의 임무

분 야 임   무

작물생산
a. 남베트남 농무성과 협의하여 정해진 작물생산 분야에서 비배(肥培) 개선, 종자 개선, 
   병충해 방제, 신품종의 적응시험, 혼작 영농, 농기구사용법 등에 관한 지도사업을 수행하며 
   농민에 대한 권장 훈련사업 지원
b. 농업증산을 위해 연구기관 혹은 실천 경험을 통해 얻은 개량방법과 자료를 농민에게 교도(敎導)

수리관개 a. 소규모 수리사업 조사 및 수리 관개사업 지원
b. 농민에 대한 훈련계획수립과 실지(實地) 훈련 지도

수산업
a. 개량 장비와 개량 어법(漁法)에 의한 원양어업 발전 지원
b. 어획물 유통가공 및 보존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지원
c. 상기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어민에 대한 실제 훈련과 훈련계획 지도

자료: 농림부(1966). “대한민국 농림부와 월남공화국 농무성과의 계약.”

남베트남의 농림부는 한국 농업기술단과 함께 근무할 동일 숫자의 기술자들을 배치하고, 이 계약

이 종료될 때 농업기술단의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 다. 한국 농업기술단은 수행된 업무와 업무 수

행 간 제기된 문제점, 차기 계획사항 등이 포함된 문의 월간보고서를 작성해 남베트남 농무성과 

USAID/V에 각각 6부씩 제출하도록 하 다(농림부 1966).

7  피아스터는 당시 남베트남의 화폐로 VN$로 표기하고, 1970년 1월 기준 1달러=118피아스터 다(합동참모본부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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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기술단 파견 현황과 활동

3.1. 파견 현황

한국과 남베트남 간 협정에 따라 제1차 파견단은 1967년 3월 28일 서울 농림부 회의실에서 박동

묘 농림부 장관과 남베트남 농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진 뒤, 3월 29일 베트남으로 

출국하 다(동아일보 1967. 3. 28.; 매일경제 1967. 3. 28.). 이들의 파견은 한국 농업사에서 해외에 

파견되는 첫 번째 농업기술단이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농업기술단의 단장은 예비역 대령 이광수가 맡았다. 단원들은 농업생산, 수

리, 수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일부 농림부 관계자로 편성되었다. 당시 18명의 

소속은 농림부 3명8 , 농촌진흥청 2명, 토지개량조합연합회 2명, UNDP 2명, USOM/K 1명, 원자

력원 농학연구소 2명, 중앙종묘주식회사 1명, 태평방직주식회사 1명, 대선조선주식회사 1명, 목포 

해양고등전문학교 1명, 호남비료주식회사 1명, 국립수산물검사소 1명 등이었다. <표 2>는 당시 농

업기술단의 분야별 편성 현황을 나타낸다.

표 2. 1차 농업기술단 편성 현황

분야 직종 성명 파견 당시 소속

단장 - 이광수 -
행정보좌관 - 김항구 USOM/K

농업생산

연구(육종) 김광식 원자력원 방사성농학연구소
연구(육종) 문광술 중앙종묘주식회사(서울)

지도 전갑수 태평방직주식회사
지도 김이태 농촌진흥청 지도국 기획과
지도 채삼병 강원도 농촌진흥원 지도과

수리
농업토목 문종규 -
농업토목 명관심 토련 토양간척부 간척과
농업토목 노형원 토련 토양간척부 간척과

 

8 <표 2>에서 소속이 표기되지 않은 이광수, 문종규, 김연찬을 농림부 소속으로 분류하 다. 농림부는 외무부에 여권 발급 시 ‘단원 중 

단장 및 일부 고위단원은 농림부 직원이 파월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외무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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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야 직종 성명 파견 당시 소속

수리
농업토목 양기영 UNDP 간척조사사업기구
농업토목 최상균 UNDP 간척조사사업기구

수산

어구(漁具)어법(漁法) 김연찬 -
어선 건조 차재빈 대선조선주식회사(부산)
어선기관 김춘식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
냉동냉장 김종희 호남비료주식회사
수산시장 이현우 국립수산물검사소 제1과

수산식품가공 김성기 원자력원 방사성농학연구소
계 18명

자료: 농림부(1967b); 매일경제(1967. 3. 28.)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함.

파견 협정에 따라 이들에게는 각 직책 및 분야별로 월급과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 당시 단장에

게는 월 800달러의 급여와 18,000피아스터(약 150달러)의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 행정보좌관에

게는 450달러의 급여와 12,000피아스터(약 100달러)의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 나머지 농업, 수

리, 수산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월 550달러의 급여와 12,000피아스터(약 100달러)의 주거 수당이 

지급되었다(농림부 1967a). 이 밖에도 1인당 연평균 700달러의 보험료와 현지 사무비가 책정되었

으며, 운 기간 동안  타자원이 제공되고, 기타 용역비도 확보되어 있었다(농림부 1967a).

농업기술단의 파견 기간은 협정에 따라 1차 파견단의 경우 1967년 3월부터 12개월이었다. 그러

나 협정에 의해 파견 기간과 규모는 양국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파견 기간과 인원은 

2차 연도부터 곧바로 증가하 다.

한국과 남베트남 양국은 1967년 10월 양국 농무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단원의 규모를 1차 연도

에 파견된 18명에서 17명을 추가해 35명으로 증원하 다. 증원된 17명은 부단장 1명(신설), 농업

생산 6명, 수리 7명, 수산 3명 등이었다. 1차 파견 당시에는 없었던 부단장과 농업경제전문가, 수산

분야의 저인망(Trawling) 및 건착망(purse-seine) 기술자 2명, 수산통계전문가 1명이 새로 추가되

었다(농림부 1968b). 증원에 따라 직제도 변화해 작물생산, 수리, 수산 등 분야별 부장제도를 신설

하 다(매일경제 1967. 10. 23.). 개정된 합의는 1968년 4월 10일 이택근 남베트남 주재 공사와 토

우탓찐(Tow That Trinh) 남베트남 농무상 간에 체결되었다(외무부 1968).

이후에도 농업기술단의 규모와 활동은 변화를 겪었다. 1970년 4월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4차 한·

월 경제각료회의에서 양국은 베트남 근해의 자원조사와 시험조업 등을 담당할 인원을 증원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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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 다(주월한국군사령부 1970; 경향신문 1970. 4. 22). 또  1971년 3월에는 농업기술단 규모

를 30명에서 41명으로 11명 늘리기로 합의하 다.9 

농업기술단의 파견은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변화를 맞았다. 파리 평화

협정으로 전쟁은 형식상 종전되었고, 한국군을 포함해 베트남에 주둔하던 모든 외국군대는 철군해

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농업기술단 파견문제도 새롭게 검토되었다.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1972년 11월 24일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는 향후 3년(1973, 

1974, 1975)간 30명 규모의 농업사절단을 계속 파견하도록 건의하 다. 특히 이들의 연간 파견비

용 370,000달러에 대해서는 한국(200,000달러, 54%), 미국 AID(100,000달러, 27%), 남베트남

(70,000달러, 19%)이 각각 분담하는 안이 보고되었다(대통령 비서실 1972).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의 계획은 미국과 남베트남 측에서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곡 생산, 관개 및 농기계전문가 16명만을 계속 파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대통령

비서실 1973).10  이후 이것은 일부 수정을 통해 20명으로 증원되었다(외무부 1974).

그러나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되면서 농업기술단은 철수해야만 

했다. 1975년 4월 4일 기준  한국 외무부가 파악한 남베트남 주재 한국인 현황에는 농업사절단 17

명과 동반가족 14명 등 총 31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외무부 1975a).11  <표 3>은 

당시 농업기술단 잔류자 현황을 나타낸다.

9  농업기술단의 인원을 30명에서 11명 증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근무인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1973년 남베트남주재 한국대사의 

보고에는 1971년 40명이 근무하 다고 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보고에는 35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당시 언론에서는 

1971년 3월 당시 30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  이후 1973년 3월 24일 유양수 대사와 반 람(Van Lam) 남베트남 외무상 간에 사이공에서 서명된 ‘월남정부와 농업기술사절단 월남 

파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서는 기존의 ‘농업기술단’이란 명칭 대신 ‘농업사절단’(Korean Agriculture Mission to 

Vietnam)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11  농업기술단 이외에 당시 남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이외의 한국인은 대사관 및 정부사절단 등의 직원 77명, 가족 102명, 대사

관 고용원 12명 등 총 191명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농림부 관계 분야는 농업진흥공사 소속의 고꽁지구용역단 4명(단장 함준호)

과  수자원사절단 4명(단장 최상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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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트남 공산화 당시 농업사절단 현황(1975. 4. 8. 기준)

분야별 이름 근무지 소속 동반가족 수

단 장 서○인 사이공 민간 2
부단장 양○영 사이공 민간

수 리

백○복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서○용 냐짱 농업진흥공사
김○주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박○근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2
박○용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백○춘 냐짱 농업진흥공사
장○영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3
한○석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신○각 사이공 민간
장○제 사이공 민간

농 업
홍○진 미토 민간 1
최○한 판 랑 민간 2

농기구 종○범 사이공 민간
임 업 정○섭 사이공 농업진흥공사
수 산 김○용 사이공 수산청 4
합 계 17명 14명

주: 단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만 표기함.

자료: 외무부(1975b). “재월한국인 현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기술단의 파견 규모는 1967년 18명으로 시작해 최대 40명이 유

지되었고, 1975년 베트남 공산화로 철수할 때도 17명이 근무하 던 것으로 확인된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파견된 인원은 최소 225명에서 최대 244명으로 추산된다.12  물론 이 숫자에는 1년 이

상 또는 2회 이상 파견된 인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 파견된 인원만을 산출한다면 200명 이

내 을 것이다. <표 4>는 당시 농업기술단 파견 규모의 변동현황을 나타낸다.

표 4. 농업기술단 파견 규모 변동현황

연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계

인원(명) 18 35 35 35 30~40 23~24 16~20 16~20 17 225~244

자료: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12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베트남’에 대한 설명 중에는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농업기술단

으로 총 215명이 파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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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활동 현황

베트남에 파견된 농업기술단은 크게 작물생산, 수리관개,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 다. 이것은 

한국과 남베트남 양국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임무 다. 그러나 남베트남에서 이들의 활동사

항은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일부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먼저, 작물생산 분야 활동은 남베트남 농민 등을 대상으로 농업부문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지

도하고 교육하 다. 여기에는 작물에 대한 비료 개선, 종자 개량, 병충해 방제, 신품종의 적응시험, 

혼작 농, 농기구 사용법 등이 해당되었다.

종자 개선과 신품종의 적응시험에 대해서는 국내 벼의 베트남 시험재배도 진행되었다. 1960~70

년대 국내에서는 국제미작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15종의 신품종 볍씨를 개발 보급하 다.13  베트남

에서의 시험재배는 바로 국내에서 개발된 볍씨를 베트남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한국군 

수도사단이 주둔했던 뀌년(Quy Nhon)에 ‘한국벼 시험재배농장’을 조성해 남베트남 농민들을 대

상으로 재배하 다(KTV e- 상자료원 1967). 이것은 수도사단 소속 재구대대(파병 전 순직한 강

재구 소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대대)가 조성한 마을인 ‘재구촌’에서 실시되었다. 당시 한국군은 

농업기술단과 함께 벼의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 다. 베트남의 기후와 토질의 차

이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것은 한국 볍씨의 개량과 식량 증산에 있어서 매우 이색적인 

시도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리 관개부문에서는 수리사업 조사와 수리 관개 사업을 지원하 다. 농업기술단의 수리

반은 1967년 3월 파견 이후부터 지역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체류하며 사업을 전개

하 다. 1970년까지는 사이공과 냐짱(Nha Trang) 지역에서 47개 프로젝트를 진행해 40,101ha의 

면적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활동지역을 확대해 끼엔호아(Kien Hoa), 판랑(Phan 

Rang), 고꽁(Go Cong), 뚜이호아(Tuy Hoa), 꽝응아이(Quang Ngai), 후에(Hue) 등에서 활동하

다. 농업기술단 수리반은 농지개량 사업의 설계 및 공사를 감독하고, 전국의 경작가능지역 및 수리

13  한국 정부는 1964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식량증산에 대한 유시 이후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와 협력해 볍

씨 개량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1977년에는 쌀생산 4,000만 석을 돌파하 고, 이를 기념해 1978년 5월 수원 농촌진흥청에 ‘녹

색혁명성취’ 기념비를 건립하 다. 당시 벼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김인환(1978)의 저서를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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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적지 조사, 수리구조물 설계 기준작성 등을 실시하 다. 1952년부터 1966년까지 15년 동안의 

기상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수문 기상자료도 작성하 다(김학  1971). 또한, 농민들에 대한 훈련계

획을 수립해 지도하 고, 농업개발시설을 건립해 남베트남 측에 양도해 주는 활동도 전개했는데, 

1969년 뀌년에서 양도식 행사가 개최되었다(국가기록원 1969).

농업에서 관개시설을 조사하고 이를 확충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효과적

으로 활용해 논과 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농사에 많은 향을 주기 때문이다. 농업기술단은 수리 

관개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남베트남의 전화복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 다.

셋째, 수산업 부문에서는 남베트남의 어업분야 발전을 위해 장비와 어법(漁法) 개선, 어획물 유

통과 보존방식 개선, 그리고 어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수산분야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토대로 1973년 12월 수산청 공무원을 파견해 

베트남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농업진흥공사 1973; 수산청 1974a). 

이 조사는 전쟁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한 베트남 수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한국 어업의 

남베트남 진출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한, 1974년 예정되었던 한국 어업조사선 파견에 관한 사

전 협의 목적도 있었다. 당시 조사 결과보고에는 남베트남 수산업에 대해 어종은 많으나 생산성 측

면에서 새우자원 개발이 가장 유망하고, 한국 수산진흥원 시험조사선의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개인기업 합작 투자 가능성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 다(수산청 1973).

이들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현지에서의 활동은 국가기록원과 대한뉴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자료 등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들의 활동 중 대표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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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업기술단 활동 사진

뀌년지역 농민들에 대한 농업기술 지도(1969) 농업개발시설 준공 및 이양식(1969, 뀌년)

신상철 한국대사의 농업기술단 시찰(1969) 한국 벼 시험재배 농장에서 한국군과 주민(1967, 뀌년)

자료: 국가기록원(1969); KTV e-영상자료원(1967).

한편, 농업기술단의 근무지역도 현재 남겨진 자료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군

이 주둔했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7년 3월 1차 농업기술단이 파견될 무렵 국내 한 언론

은 이들이 1년 동안 ‘주월한국군  2군관구(2군단) 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 다(동

아일보 1967.3.28). 이틀 뒤인 1967년 3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제3차 한월경제각료회

의 결과 1차로 파월되는 한국의 농업기술단은 뀌년지역에서 시범농장을 설치해 운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동아일보 1967. 4. 1.). 당시 남베트남 군대는 북위 17도부터 남쪽으로 4등분하여 총 4

개 군단을 유지하고 있었고, 제2군단은 2번째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국군 전투부대가 주둔하

고 있었다. 뀌년은 빈딘(Bin Dinh)성의 성청(省廳)이 위치한 곳이자 당시 주월한국군 중 수도사단

(맹호부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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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농업기술단의 활동지역은 뀌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파견 초기 주월한국군의 협

조를 받으며 제2군단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지역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농업기술단 수

리반의 경우에는 북쪽의 후에로부터 남쪽으로는 고꽁지역까지 다양하 다(김학  1971).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직전 외무부에서 파악한 현지 체류 농업기술단 17명의 근무지역도 사이공, 냐짱, 판

랑, 미토(My Tho) 등 4개 지역이었다(외무부 1975b).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 농업기술단

의 활동지역은 남베트남 전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농업기술단 활동 평가

4.1. 전쟁 중인 남베트남의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

한국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농촌을 복구하고 농수산업 발전을 기

술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7년 3월부터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지 파

견되었던 농업기술단의 활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며 전쟁 중인 남베트남의 농수산업 발전에 기

여하 다.

농업기술단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국내와 남베트남 모두에서 긍정적이었다. 농업기술단에 대한 국

내 평가가 담겨 있는 1968년 5월 국무회의 자료를 보면, 1967년 파견된 18명의 농업기술단 기술자

들이 현지에서 1년간 활동하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베트남의 농업생산, 수리 및 수산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지원업무를 완수했다고 평가하 다. 이들의 활동이 주월한국군의 대민지원사업도 지

원하 다고 평가하 다(농림부 1968b). 농업기술단의 농업생산 지도 단원인 채삼병의 경우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6월 22일 남베트남 대통령궁에서 티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서훈을 받

기도 하 다(국가기록원 1969).

남베트남 측도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 다. 1974년 12월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6

차 한월경제협력 회의에서 남베트남 재무상은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에 대해 ‘남베트남 농업개발

에 미친 기여는 극히 찬양할만한 것’이라고 평가하 다(매일경제 197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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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서도 농업기술단에 대한 평

가가 확인된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메콩강 델타지역 개발을 비롯한 농·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남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술단의 원조를 계속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 다. 그러면서 

1972년 10월 한국 농림부 차관 초청으로 방한한 남베트남 농무성 차관도 한국 기술진 파견 교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3년간 농업사절단 30명의 계속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 다(대통

령비서실 1972).

농업기술단 활동이 양국 모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2차 파견 때부터 파견 인원의 증원

과 사업분야 확대가 곧바로 이루어졌다. 1차 파견 당시 18명이었던 인원은 최고 4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하 다. 사업분야도 농업생산, 수리, 수산분야를 비롯해 농업경제, 각종 통계분야 등으로 

확대되었다.

농업기술단의 활동이 남베트남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당시 

이들의 기술 수준이 베트남 측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기술단 파견 

당시 국내 농업기술 수준은 과연 어떠했을까? 단적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한국 농업은 1945년 광복과 1950년부터 약 3년에 걸친 전쟁을 겪으며 피폐한 상황이었다.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도약하는 단계에서 베트남전쟁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로 나

가는 기회를 맞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농업기술단 파견 당시 국내에서도 농업발전의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다. 1964년부터 

경지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국립 화제작소 1964),14  1966년에는 각 지방의 군 단위

까지 ‘의용농업기술단’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만들어져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농업기술상의 문

제를 해결하고 있었다.15  농업기술단이 베트남에 처음 파견되는 1967년에는 제8회 전국 농업기술

자 대회도 개최되었다. 1961년에는 수리조합시설 확장공사를 통해 33만 섬의 쌀 증산을 기대한다

는 보도도 나왔다(KTV e- 상자료원 1961). 1950년 후반 이후 작물분야에서도 품종개량이 활발

14  20분짜리 분량의 이 화는 한 농촌지도원이 경지정리에 부정적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지정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경지정리, 환

지, 측량, 수로, 도로 등을 안내하여 주민들이 이 사업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  한 예로 경북 봉화군의 경우 1966년 9월 7일 총 11개조로 구성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는 “주민의 자발적

인 참여로 시군 및 읍면단위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각종 농업기재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증산을 도모

하고 각종 재해에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제시하 다. 또 제2조(설치)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에 의

용농업기술단을 두고 구읍면에 동구읍면지단을 둔다고 하 다. 의용농업기술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부장 5인, 약간의 고문을 

두고 5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봉화군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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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졌고, 1960년대 말에는 ‘통일벼’ 품종도 만들어졌다(이은웅 1987).

남베트남에서 농업기술단 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후 한국과 남베트남 간에는 농업

분야에서 확대된 협력사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고꽁지구 수리개발사

업을 들 수 있다. 사이공 남부의 평원지역인 고꽁지역 수리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미 1970년 2월 3일 한국 농업 및 토목기술자 20명을 6개월간 파견해 고꽁지역 개발을 위

한 농업, 토목, 수문, 토질, 토양, 전기, 기계, 건축 부문의 기본조사와 측량 설계 등을 실시하 다(매

일경제 1970. 2. 4.).

1974년 6월 26일에는 한국 농업진흥공사와 남베트남 정부 수리총국 간에 고꽁지구 농업개발 시

범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 다. 이 계약은 6,300ha 개발면적에 대해 설계도 작성, 공사감독 

및 지원, 농업종합개발 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비는 507,000달러 다. 농업진흥공사에 따르

면 이 용역에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등록된 1,850개의 용역회사가 경합을 벌 는데, 한국 농업진흥

공사가 1위로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12개 전문분야에 14명의 기술진이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맡아

보게 되었다(매일경제 1974. 7. 11.). 이 사업은 1974년 8월부터 시작해 1977년 12월까지 약 3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됨으로 인해 1975년 4월 11일 사업을 완

료하지 못한 채 남베트남에서 철수해야만 하 다(농업진흥공사 1982).16 

또한, 1974년 12월 사이공에서 개최된 제6차 한월경제각료회의에서는 남베트남 동나이(Dong 

Nai) 유역 종합개발조사 및 다이디엔(Dai Dien) 지구 수리개발 타당성 조사도 논의되었다(주월한

국대사관 1975). 그러나 이 사업은 베트남 공산화로 인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사업은 확대되어 나갔다. 양국은 197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월경제각료회의에서 베트남 근해 수산자원 조사단 파견에 합의하

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민간회사의 합작을 통한 수산자원 공동개발도 구상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73년 12월 실무조사단을 파견한 데 이어 1974년에는 한국의 수산조사선을 베트남 근해에 파견

하 다. 

1974년 5월, 300톤급 수산조사선 ‘태백산호’에 29명(조사단 7명, 승무원 19명, 베트남 수산관계

관 3명-현지 승선)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보내 사이공, 냐짱, 붕따우(Vung Tau) 등 3개 지역을 조사

16  당초 계약과 달리 한국용역단이 1975년 4월 조기 철수함에 따라 선급금 잔액 72,373.12달러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과 상호 환급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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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수산청 1974b, 1974c). 당시 조사는 한국 수산조사선의 남베트남 근해에 대한 첫 번째 조사

다. 이 조사를 통해 양국의 수산분야 협력은 자원조사와 시험조업 등으로 확대되어 갔지만, 1975

년 베트남이 공산화됨에 따라 더 이상 진전되지는 못했다.

4.2.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과 외화 획득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은 이후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한국 농업기술

의 해외 진출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전개되었다. 한국은 1967년 베트남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을 

시작한 이후 1970년 ‘한-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용역단을 파견해 메콩 델타지역 

55,000ha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뒤에는 1972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주한 ‘지구 1단계 농업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해외

기술용역사업의 첫 장을 열었다(한국농어촌공사 KRC 해외리포트 2020). 1972년 이후에도 아시

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23개국 80개 지구 기술용역을 수주해 51,181천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 다(함종만 2008). 이 밖에 유사한 사례로 농업기술단의 남베트남 파견에 이

어 1968년 2월부터 2개월간 14명의 조사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산림기술조사를 하기도 하 다

(농림부 1968a). 

1973년 1월 파리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에 주둔하던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한 이후에는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유양수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는 

1973년 4월 16일 수운회관에서 열린 유정회(維政會) 의원 세미나에서 베트남 전후 문제를 브리핑

하면서 “한국농업사절단이 계속 남아 베트남의 농업 부흥에 기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경

향신문 1973. 4. 16.). 마지막 남베트남 주재 대사 던 김 관은 1974년 3월 부임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관은 한국의 진

출분야 중 하나로 농업기술단 파견 등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개발 협력, 수산 개발을 위한 연안 시험

조업, 산림자원 개발 등을 언급하 다(동아일보 1974. 3. 22.). 그러나 추가적인 남베트남과의 협력

사업은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인해 더 이상 전개되지는 못했다.

한편, 농업기술단의 파견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외화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 다. 농업

기술단의 활동은 베트남전쟁 당시 국내에서 파견된 민간의료단 등의 인적 용역과 마찬가지로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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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당시 파견된 농업기술단 단원들은 직책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었지만, 

최소 550달러의 봉급과 약 100달러의 주거 수당, 그리고 1인당 연평균 700달러의 보험료와 현지 사

무비가 제공되었다(농림부 1967a). 이것은 당시 국내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5,89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준다.17 

그렇다면 농업기술단의 파견을 통해 얻게 된 외화는 어느 정도 규모 을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해 볼 수는 있다. 

1972년 11월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의 대통령 보고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71년까지 5년 동안 

농업기술단의 국내 송금액은 129만 달러 다(대통령비서실 1972).18  이것은 연간 26만 달러 정도 

규모이고,  1972년분도 이 정도 규모로 가정해 보면 1967년부터 1972년도까지 농업기술단의 국내 

송금 총액은 약 15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1973년부터는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 정부가 파견비

용(연간 20만 달러)을 부담한 만큼 이후 기간을 외화 획득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대통

령비서실 1972). 그러나 이후 한국은 농업기술단 이외에 고꽁지구 용역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개발

은행으로부터 사업비용을 획득하 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 1967년부터 1975년까

지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파견을 통해 획득한 외화는 최소 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전쟁기간 농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것이 한국만의 사례가 아니라 북한도 비슷했다는 점이다. 북한도 베트남전쟁

에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요원 등 군대를 파병하 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트랙터 같은 농기계 판매와 베트남에 대한 전기판매권과 유전개발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확인되고 있다(이신재 2017a). 당시 북한에서 생산된 트랙터의 경우 북베트남을 비롯

해 캄보디아, 쿠바 등에 수출되었는데, 북한의 트랙터는 진흙과 논에서의 작업을 위해 특별히 제작

되어 북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윌프레드 버쳇 

1988). 북한의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도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 노선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7  1969년 기준 국내 근로자 가구(평균 5.42명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24,650원이었고,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5,890원이었다(국가통

계포털 KOSIS, http://kosis.kr/statisticList: 2020. 2. 10.).

18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남베트남에서 국내로의 송금액은 총 9억 9190만 달러 고, 이 중 농업기술단과 민간의료단의 봉급, 보험

료 및 군인들의 송금액은 2억 9백만 달러로 파악된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72). 여기에는 군인들의 해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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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비슷한 경험은 전쟁과 경제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3. 한국 정부와 주월한국군의 농업기술단에 대한 지원과 협력

농업기술단의 남베트남 파견과 활동에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 같은 지원에는 관

련 부처라 할 수 있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총무처, 국세청 등 다양하 다. 이

것은 농업기술단이 첫 해외파견이었고 그것도 전쟁 중인 상태 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은 

농업기술단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대만, 필리핀 등 다른 국가에서 파견된 

인력들과 비교해 농업기술단 파견 인원들의 수준도 높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인력을 파견해야 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

하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 다.

이에 따라 당시 주무 부처 던 농림부는 정부 각 부처에 농업기술단 파견에 따르는 지원을 요청

하 다(농림부 1967a; 1967b). 이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체류 중 현지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 다.

외무부는 농업기술단에 대한 여권 발급을 지원하 다. 단장에 대해서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

고, 단원들에게는 관용여권을 발급하 다. 총무처는 단원 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에 대

해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도록 조치하 고, 휴직기간에 따르는 근무평정 등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도 하 다. 토지개량조합연합회도 파견 단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재무부에는 

남베트남 체류 중 수령하는 보수에 대해 원천과세징수를 면제 조치하 다. 

특히 농업기술단의 베트남 현지 생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지원이 중요하 다. 농업기술단이 

전쟁 중인 남베트남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주월한국군과의 관계는 밀접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

부는 주월한국군을 통해 주둔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업기술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비상상황 등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 을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와 국군 의료구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차 농업기술단 단장을 예비역 대령인 이광수가 맡았던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1966년 7월부터 파견된 한국 민간의료단의 경우에도 육군 의무감

을 역임한 예비역 준장 백창기를 단장으로 임명한 바 있었다(이신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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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단은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 위주로 배치되어 한국군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 다. 그러나 주월한국군이 농업기술단을 지원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농업기술단과 주

월한국군은 상호 협조 관계에 있었다. 전쟁 당시 주월한국군이 전개했던 다양한 차원의 대민사업 

중에서 농업지원 활동은 중요한 부문 중 하나 다. 한국군은 추수철이 되면 베트남 농민들을 베트

콩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하 다. 또 장병들이 직접 벼 내기, 추수지원 활동 등을 지원

하 다. 여기에 농업기술단이 기술지도 활동을 전개해 남베트남 농촌에 한국의 농업기술이 전수되

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대민사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업기술단의 파견과 

현지 활동에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남베트남 파견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1964년 9월 베트남에 처음 군대를 파병하고 1965년 10월 전투부대로 확대하면서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활동도 전개하기 시작하 다. 한국, 남베트남, 미국의 3각 경

제협력 구조 속에서 전개된 다양한 지원 활동 중에 농업기술단의 파견도 이루어졌다.

농업기술단은 그 이름과 달리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1967

년 3월부터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지 약 200여 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파견되었다. 농

업기술단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베트남의 농업, 수리, 수산업 분야의 복구와 발전을 지원하 을 

뿐만 아니라 주월한국군의 대민지원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약 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도 획득

하 다. 남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농업기술단은 한국 농업사에서 해외에 파견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농업기술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 사례는 비단 역사적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에도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간 농업 

협력사업의 선행사례로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교류

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5년 한국-베트남 간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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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더욱 활발해져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부상하 다. 또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 중에서 베트남은 최대 지원국이기도 하다(곽성일 외 2017).

이러한 양국 간의 교류는 농업분야에서도 활발하다. 양국은 농업기술 교환, 농업기술 연수생 및 

연구원의 인적교류, 한국의 농업발전 사례 공유, 농지관리 등에 관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교류 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 2020). 이 중에서 일부는 베트남전쟁 당

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활동을 통해 이미 경험하 던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베트남전쟁 당시 활

동사항을 확인하고 당시의 조사 결과 등을 참조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베트남의 농업협력 

및 교류활동의 수준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베트남전쟁 당시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은 군대의 해외파병과 농업협력의 모델로서 참고

할 가치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한국은 4개 국가에 951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합동참모본

부 해외파병현황 2020). 이들은 유엔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국

가의 재건과 자립을 위해 농업분야의 지원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아프

리카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한빛부대’는 식량난 해결을 통한 자립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한빛농장’을 개설하고 현지인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산 호미 등의 농기

구와 종자 등이 사용되고, 남수단 농업인력의 국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국방일보 2019. 7. 22., 

2020. 10. 15.). 한빛부대 이전에도 1993~1994년 소말리아에 파병되었던 상록수부대는 현지의 급

수확보를 위한 심정개발, 농경지 경작을 위한 관개수로 작업, 기술학교 개설 등 소말리아 재건을 지

원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현황 2020). 이러한 활동은 한국군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전쟁 당시 농업기술단의 활동이 주월한국군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은 국제적으로 분쟁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과 한국 농업기술을 접목해 파견지역의 재건 지원 및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전파라는 측면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 농업기술단의 파견 

활동을 재구성하 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입체적

인 재조명에는 일부 제한이 있었다. 특히, 농업기술단의 파견 경험이 국내 농업발전에 기여한 측면

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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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간행물발간규칙」에 의한 학술지 

「농촌경제(영문명 Journal of Rural Development)｣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발행목적) 「농촌경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다.

  1. 한국 농림식품경제 및 농촌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

  2. 농림식품경제 및 농촌분야 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과 교류 촉진

  3. 농림식품경제 및 농촌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학술적 기반 확보 및 조성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3조(목적) 「농촌경제｣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원내외 위원 10~20인 이하로 구성하고 1인의 간

사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선임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해외 관련 분야 저명학자를 공

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원장이 연구원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출판업무 담당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기고 논문 접수

  3. 기고 논문의 적합성 판단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6.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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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발간에 필요한 사항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호 발간 일정에 맞게 개회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 연구원에 정한 자문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원고를 집필한 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발간

제7조(발간) 「농촌경제｣는 3월21일, 6월21일, 9월21일, 12월21일 연 4회 발행하고, 영어논문 투고편수가 

많을 경우 연간 2회 이내로 영문특별호(제호 Journal of Rural Development)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농촌경제｣의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

부는 이 심사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타 제반업무는 발간업무 주관부서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원고료 및 심사료) ① 외부저자가 투고한 원고가 게재확정 되었을 때는 연구원이 정한 소정의 원

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 심사위원이 투고 논문을 심사할 때는 연구원이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판권 및 수익) 「농촌경제｣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판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보유하며, 원장

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 전재, 역재할 수 없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농촌경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발행인 및 편집인) 「농촌경제｣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며, 인쇄인은 

연구원에 등록된 인쇄업체 중 연구원의 인쇄 승인을 받은 인쇄회사의 대표자이다.

제12조(별쇄본 및 교정쇄) 별쇄본 및 교정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별쇄본: 제1저자(혹은 교신저자)에게 20부의 별쇄본을 발송하고, 공동연구자에게 배분은 제1저자(혹

은 교신저자)의 자율에 따르며, 추가되는 별쇄본에 대해서는 저자가 직접 해당 인쇄처와 연락하여 

그에 해당한 인쇄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교정쇄: 논문 발간에 즈음하여 제1저자(혹은 교신저자)에게 교정쇄를 전달한다. 교정쇄를 주의 깊

게 읽고 필요하면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로부터 교정쇄를 전달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교정쇄의 수정은 조판상의 오류에 국한하며, 논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첨가하는 것은 불가

하다. 교정쇄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13조(증간 및 폐간) 「농촌경제｣를 증간 또는 폐간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원

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4조(논문 게재 순서)  ①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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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이 한 호에 실릴 수 없이 많은 경우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이라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5조(게재 예정 증명서)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결정된 투고논문에 대해 출판 전 필자의 요구에 의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투고

제16조(투고자격 및 원고내용) ① 투고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투고논문의 범위는 농림식품경제, 농촌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국제무역정책 등의 자유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 학술논문으로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연구윤리서약서’(별지 제2-1호서식), 저자

점검표(별지 제2-2호서식)를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7조(논문분량) ① 국문 및 영문의 원고분량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해서 원고작성요령에 제시

한 양식에 의하여 A4용지 20매(국문: 40자 25행, 영문 80자 26행) 내외로 제한한다. 

② 논문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농촌경제｣ 기고안내에 따른다.

제18조(중복 투고 게재 금지) 「농촌경제｣에 투고한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 학술지 심사에서 게재불가 처리된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다. 또

한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전재(轉載)할 수 없다.

제19조(저자 표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 표기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고, 나머

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0조(원고접수) ① 「농촌경제｣의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② 원고는 e-mail(journal@krei.re.kr)로 파일을 전송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원고를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원고작성 요령) 원고 작성 시 별표 1에 의한다.

제5장 심사

제23조(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원고 송부) ① 접수된 논문은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표절점검시스템(카피

킬러)’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거친 뒤 편집위원이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

가 중 3인을 편집위원장이 심사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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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

자와 동일 기관에 재직 중인 심사자는 선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4.)

③ 심사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제24조(논문 심사) ①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마감일까지 편

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5조(논문심사 기준) ①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논문의 독창성: 연구주제, 분석방법, 접근방법이 (어느 것 하나라도) 새로운 것인가?

  2. 연구방법의 적합성: 주제, 분석 및 접근방법이 적합한가?

  3.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논문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며, 적절한가?

  4. 분석,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충실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타당한 분석을 하였는가?

  5. 기여도: 연구 결과가 학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6. 정확성: 문헌, 자료 등의 서지정보를 정확하게 인용·참고하였는가?

  7. 구성요건의 충실성: 주제어, 국․영문 요약,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을 충실히 갖추었는가?

  8. 윤리규정준수: 제6장(연구윤리)을 준수하였는가?

제26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

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이 검토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27조(심사결과 판정)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 네 단계로 초심결과를 판정한다.

  1. 게재가: 그대로 게재해도 좋다.

  2. 수정후 게재: 약간의 수정, 보완이 이뤄진 뒤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3. 수정후 재심사: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보완 후 동 심사자가 재심사한다.

  4. 게재불가: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

② 아래 <심사판정표>에 의거한 종합 평가 결과가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인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하

며,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밝힌다.

③ 초심 심사의 종합평가 결과가 ‘수정후 재심사’인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

④ 논문의 저자가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해 수정·보완 혹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재심사 의견에 대해 30

일 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 결과는 ‘게재불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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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심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

으로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하되, 아래 <심사판정표>의 최종 심사평가

가 ‘게재가’나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⑦ ‘게재가’나 ‘수정후 게재’의 종합판정을 받은 게재대상 논문 중 심사위원 1명이 ‘게재불가’의 심사의

견을 가지고 있다면,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필자에게 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발간일자를 

고려하여 다음호 게재 대상으로 미룰 수 있다.

⑧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하며, 제6장에 따라 처리한다.

※ 심사판정표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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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의제기) 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

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

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30조(기타 논의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연구윤리

제31조(목적) 본 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농촌경제」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윤리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적용 대상) 이 장은 「농촌경제」에 논문의 게재를 원하는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편집위원, 심

사위원 및 윤리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

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

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

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

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

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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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구윤리기준) ①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자는 제33조에서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농촌경제」의 투고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의 학술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

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의 기본의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차별금지) 편집위원회는 「농촌경제」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심사의뢰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편집위원회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의뢰 시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만을 심

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무처

리를 위하거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전공불일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수 없

는 경우에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제2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투고자에 대한 존중

가.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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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논문에 대한 자신

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투고논

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5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기)  ① 「농촌경제」 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격에 제한 없이 본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원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 및 본지의 발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

할 책임이 있으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는 규정 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혹 당사

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내에 조사와 심의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항의 종결 이후 조사･심의 결과를 10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38조(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연구윤리기준의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

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자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로 연구윤리지침에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무혐의에 대한 사후조치)  조사･심의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의혹 당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편집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

장은 이를 즉각 수용, 실행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의혹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

는 안 된다.



149

제42조(제재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제재조

치를 취한다. 

①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농촌경제」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②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농촌경제」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제1항과 2항의 사실을 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동

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제3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⑤ 표절 이외의 규정 위반 판정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3조(규정 외) 이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과 제·개정에 대해서는 「농촌경제｣ 편집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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