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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government production and shipment stabilization 
policy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vegetables in Korea. In this study, a simulation focused 
on the changes in farm income for Chinese cabbages & radishes using scenarios. The result 
shows an increase in farm incom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y. In the short-term, 
demand and supply are fixed, and the policy effect is positive due to the price support effect 
of the project. However, for mid- to long-term, the price decreases due to the expansion 
of supply by business beneficiaries, which is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an unstable 
supply and demand. This increases the burden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ubsidies.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be amplified as the ratio of production and 
shipbuilding stabilization programs and items expand. When expanding items and adjusting 
and setting the percentage of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it is desirable to set and operate 
the appropriate business rati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em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following remedies were suggested. First, national supply and 
demand guidelines should be set up, and the autonomous supply and demand control of the 
producers should be guided by the different preservation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control obligation. As for detailed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production price for each item, set the base price for each wholesale market, 
increase the incentive for the producers to participate, and fund a business budget to secure 
business stability.

Keywords: production and shipment stabilization policy, simulation model, 
vegetables

Introduction
농산물 수요는 일반적으로 단기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주
요 변동 원인은 공급측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 공급측면의 변화는 급작스러운 

기상변화 이외에 재배면적과 같은 생산 기반의 과잉·과소, 생산자 단체의 역할 부족 등
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 가운데 수급 및 가격변동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이고 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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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노지채소의 변동이 가장 심하다.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되어 기상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고, 

계절에 따라 주산지가 전국으로 이동한다. 또한, 유사 작목 간 생산대체 관계가 존재하여 수급 및 가격을 안
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채소류 중 배추, 무의 가격은 수급, 기상, 경제상황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
하고 있다.

농업 분야 선진국들의 경우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 가격지지, 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지지정책과 가격 안정화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식량작물은 부족불지불(deficiency payment) 방식을 사용하여 소득을 직접 보존하는 가
격 지지정책을 사용하고 채소류는 계약재배, 정부수매 및 비축 등을 통한 출하물량 조절, 생산비 보장, 계약
물량 산지폐기 등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채소수급안정사업은 1980년부터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Huh (1987a)은 농산물 수요와 공급 탄력성을 

계측하여 정책대안과 차선책을 제시하였고, Huh (1987a)은 농산물 가격 안정은 평균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강조하였다. Huh (1987b)에서 채소류 수급 및 가격분석과 장기 수급
전망을 통하여 가격안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Choi (2011)는 채소가격안정화 방안을 단기, 중장기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Lee (2012)는 시계열모형을 통해 주요 채소가격을 분석하여 채소 가격 변동성의 요
인을 분석하였다. Choi (2013)은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을 분석하여 노지채소류 가격 특성 분석과 노지채소
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정책의 문제점 파악,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Choi 

(2015)은 국내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의 수급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수급안정제도의 현황과 정책 평가를 통한 

정책의 문제점 파악하고 시장 친화적인 수급안정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채소류는 공급 구조에 따른 공급과잉과 기상 변화로 인한 공급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계약재배, 정부 

수매 및 비축, 산지폐기 등의 현 정책방안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급안정사업의 효과적인 구축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림축산
식품부(MAFRA, 2015)는 1995년부터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개편하여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였
다. 2015년 고랭지･겨울배추, 양파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존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2016년부터 출하안정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시나리오를 분석
을 통하여 계절별 가격변동이 심한 배추, 무를 대상으로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에 따른 농가소득변동 효과를 

사업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 도출을 위
한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작형별 가격변동이 심한 배추, 무에 국한하여 수급 구조를 분석한 후, 품목별 특성과 경제 및 계
량경제학 이론과 기존에 계측된 탄성치1)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개발한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농가소득변동 효과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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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으로 계약 물량에 대하여 출하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리 및 가격보장 체
계 부재로 인하여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전 수급조절 기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고정거
래처 등 판로 확보가 되지 않아 공급과잉 상황에서 농협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정거래처 확보 

등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물량 확대 및 농가 가격위험관리는 한계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의 한계로 정부는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으로 개편2)하여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
하고 소비처와 연계된 생산체계를 구축을 위한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산안정제 사업은 �15 - 

�16년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7년에 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생산안정제 시범 사업 시행 시 

기존 고랭지･겨울배추, 양파에 겨울무를 추가하였고, 2017년부터는 배추･무(모든 작기), 마늘, 양파로 품
목을 확대하였고, 2018년에는 고추, 대파까지 확대되었다.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 3만 3천 톤(3품목)에서 

2016년 10만 톤(4품목, 평년생산량의 5%)으로 확대하였으며,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생육단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사업 예산은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로 운영되며, 

2017년 사업 추진에 앞서, 5대 품목별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조직을 육성할 계획
을 수립하였다. 양파, 가을배추 등 다수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기존 품목 조직을 통폐
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일 품목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급 대책의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하고 자의적 개입 방지 및 정부대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자율수급대책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주
산지협의체는 수급대책 추진 매뉴얼을 사전 마련하여야 하고 생산안정제 사업계획 농식품부 승인 요청 시, 

수급대책매뉴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출하안정제 사업의 기본방향은 기존 계약재배를 출하안정제 사업으로 개편하여 소비처와 연계된 생산체
계를 구축하고, 목적과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2016년부터 출하안정제 시
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식품업체 등 고정수요처와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
에 대한 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고정거래･수급조절형 등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하
고, 출하계획에 따른 계약재배 물량 관리 강화로 농협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고정거래의 경우 기존 

계약재배 8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30 - 40%의 사전 고정수요처 확보를 의무화하고, 고정거래가격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정수요처를 일정비율 확보할 경우에만 운영자금 및 제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을 위하여 계약물량의 20% 수준만 출하조절 물량으로 관리하고, 매취거래, 작업비 등 농가 수취가
격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목적에 따라 수탁(시장출하), 매취(수급조절, 고정거래) 계약방식을 차등 적
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전에 수요처를 발굴하여 계약에 필요한 물량을 산출하고, 고정단가･장기계약(3 - 5년) 방식으로 시범 사
업을 2016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대규모 실수요업체(김치업체, 대형마트 등)와 고정가격(생산비 + @), 장
기계약 체결로 안정적 판로 및 공급처를 확보하고 기존 사업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산지 유통인 등의 사업 참
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간접적인 융자 방식 외, aT가 계약재배에 직접 참여하여 매취방식으로 공급･수요처
에 계약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수급조절을 위하여 계약물량의 20% 수준을 상시 비축 및 출하
조절 등 수급조절용으로 관리하여, aT 계약재배의 실질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기존 aT 계약재배는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하여 수급조절 기능이 미약하였지만, 실수요처 공급 물량외의 추가 물량(사업의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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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125%)을 확보함에 따라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5년 5월 공공기관 기능조
정(안) 의결에 따라 계약재배 관련 기능이 강화되어 농가 포전관리, 출하물량 관리 등 aT 계약재배 관리 의무
가 강화된다. 향후 출하안정제 사업의 해당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을 2020년까지 생산량의 20% 수준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농협은 2016년 기존 계약재배 8개 품목에 대하여 출하안정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
지 5대 품목에 대해 10% 수준(16년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T는 2016년 배추, 무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하였고, 2020년까지 5대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품목별 생산량의 10% 수준(16년 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효과 이론적 논의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은 Fig. 1 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기상 변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목표가격보다 가격
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목표가격 - 시장가격)를 보장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을 안정시키고 수급 

불안 시 산지 폐기,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안정제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0%를 보장하고 출하안정제는 고정가격 계약단가(생산비 + 마진)를 보장한다. 생산출하
안정제 사업은 가격 차이를 보장 또는 조수입을 보장함에 따라 농가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켜 농가들이 경영
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책의 경영안정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해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즉 

수요 및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사업수혜자의 가격지지효과로 정책의 사업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비수혜자도 가격변화가 없기에 사업수혜자의 가격지지효과만 나타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생
산출하안정제는 사업수혜자의 공급증가요인을 유발하게 되어 공급과잉을 초래하며, 이러한 가격하락효과
는 사업 비수혜자에게 농업소득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며, 사업수혜자만 가격지지효과를 받게 된다. 또한 정
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

(A) Production stabilization (B) Shipment stabilization

Fig. 1. Management stabilization effect by production (A) and shipment stabilization (B). P, price; Q, 
quantity; Q′, quantity (15%); Q″, quantity (20%); S′, supply curve′; S″, supply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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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제적 중장기효과는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비율과 품목이 확대될수록 증폭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의 정부의 쌀 직불금 정책에 대한 모순과 비슷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쌀 시장의 경우, 소비
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직불금 정책에 의해서 공급은 소비 감소폭보다 적게 떨어져 매년 공급과잉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수정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품목 확대 및 사업참여 비율 조정 시, 수요
를 고려하여 적정사업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중장기적 경영안정 효과는 Fig. 2와 같다. 정책 효과(가격지지효과)로 인하여 생산
자의 공급증가요인으로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기존 공급곡선은 S0이었지만, 생산출하안
정제 사업 시행으로 공급곡선은 S1로 이동하게 되고 생산량은 Q0에서 Q1로 증가하게 된다.

해당 사업으로 가격 차이를 보장함에 따라 농가는 경영을 지속하게 되고 이는 해당사업 시행 이전보다 재
배면적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증가시키지만,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해당 품목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즉, 공
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가격은 P0에서 P1로 감소하게 된다.

사업 시행으로 사회적 후생 변화를 보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P0abP1만큼 증
가하고 생산자 후생은 bcde − P0acP1만큼 변하게 된다. 즉,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
지만, 생산자 후생은 P0acP1크기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할 수도 있다.

생산안정제 사업 효과 분석 모형

생산안정제 사업 효과 분석 모형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경쟁적 시장인 농산물 시장은 생산자와 소
비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지 않고 시장가격은 수급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일
부 품목은 제외)은 품질 또는 소비자 선호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불완전 대체재로 간주한다. 또한, 밭작물
은 2012년부터 시행된 밭농업 직불제를 반영하였다. 2019년부터 5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5만 원의 밭직
불금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망에 필요한 거시변수 전망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
망 2019� 전망 자료를 준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방정식별 주요 탄성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 

2015 (Han, 2015)의 품목별 수급 탄성치를 이용하였다.

Fig. 2. Movement of supply curve by production and shipment stabilization policy. P, price; Q, 
quantity; P0, price0; P1, price1; Q0, quantity0; Q1, quantity1; S0, supply0; S1 supply1; a, a case; b, b case; c, 
c case; d, d case; e e case; O, origin ; 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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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작형별 가격변동이 심한 배추, 무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품목은 재배면적함
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수출입함수, 수급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되어, 수급모형에서 균형가격도출은 총수
요량(total demand)과 총공급량(total supply)이 동일할 때 품목별 수급전망 및 시장균형가격(market clearing 

price, equilibrium price)이 도출된다는 경제학 의미를 고려하였다. 생산안정제 및 출하안정제 사업을 모두 모
형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및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하여 식(1)과 

같이 분석 모형의 재배면적반응함수에 정책 변수를 포함시켰다. 품목별 재배면적반응함수에 사용된 주요 

설명 변수는 전기재배면적, 기대 순수익과 생산대체재의 기대 순수익을 사용하며, 기대 순수익에 정부 정책 

변수를 포함시켰다.

기존의 품목별 재배면적반응함수는 식(2)와 같이 밭농업 직불제 사업만 정책 변수로 반영하여 모형을 구
성하였다. 또한, 생산출하안정제는 사실상 coupled payment 시스템으로 가정하였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재배면적반응함수는 기대 순수익에 밭농업 직불제와 생산출하안정제 정책 

변수를 포함한 식(3)과 같다.

         (1)

       (2)

       (3)

주 : ACR = 재배면적, i = 품목, t = 연도, β = 탄성치

분석 시나리오

생산출하안정제는 해당 품목 사업 물량의 15%(생산안정제), 20%(출하안정제)에 대하여 평년 도매가격의 

80%, 100%(조수입 또는 생산비 + 마진 등)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배추, 무 품목 생산량의 15%(생산
안정제), 20%(출하안정제)에 대하여 도매가격보다 목표가격이 낮을 경우, 평년도매가격의 80%, 100%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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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고 설정하였다. 또한 목표가격이 해당 품목의 도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해당 품목에 한하여 생
산안정제 사업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출하안정제의 고정가격 계약(생산비 + 마진 등 또는 조수
입)단가를 알 수 없어서, 분석에서는 평년도매가격을 고정가격 계약단가로 가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분석을 위한 베이스라인은 재배면적함수에 밭농업 직불제만 포함하여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등의 수급을 전망하고, 시나리오 1에서는 밭농업 직불제와 생산출하안정제 모두 포함하여 품
목별 수급을 추정하였다. 공급 과잉 시나리오는 기상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10% 증가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시나리오 2에서는 시나리오 1의 상황에서 생산량의 10%를 산지폐기 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기상 악화 및 재배의향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수급조절 정책으로 정식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배면적을 증가시켜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격상승으로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아 생산출하안정제의 가격보전 제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 시나리오에서 제외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상호조로 인한 공급과잉(시나리오 1)

생산출하안정제의 수급조절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기상 호조로 인하여 품목별 단수가 15% 상승하
는 것을 가정하였다. 배추 생산량이 15% 증가함에 따라 배추의 도매가격은 23.4% 하락하고, 무는 30.6% 하
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상 호조에 따른 사업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비교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생산출하
안정제 시행으로 사업수혜자는 비수혜자보다 고랭지배추는 114.6%, 가을배추 38.1%, 봄무 0.5%, 고랭지무 

5.6%, 겨울무 19.9%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봄배추, 겨울배추, 가을무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아 생산출하안정제의 가
격보전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사업수혜자의 경우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차이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만, 사업비수혜자의 경우 가격 하
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
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산지폐기(시나리오 2)

공급 과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정책 중 하나인 수급조절 의무에 대한 효과 분석을 

Table 1. Scenario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production and shipment stabilization.
Sortation Content
Baseline Implementation of the farm direct payment system and production and shipping stabilization 

project
Scenario 1 Implementation of the farm direct payment system and production and shipping stabilization 

project, assumption of a 10% increase in production
2 Implementation of the farm direct payment system and production and shipping stabilization 

project, assumption of a 10% increase in yield and acid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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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상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을 때 생산량의 10%를 산지폐기 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시장격리 

가격은 상품성에 따라 목표가격의 30 - 70%를 차등 보전하고 있음에 따라 중품을 가정하여 목표가격의 50%

를 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산지폐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은데, 시나리오 1-1과 비교하여 생산량 증가분이 감소하여 가격 변동성이 낮아져 생산출하안정제 사
업이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지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배추 가격은 시나리
오 1-1에서 23.4%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산지폐기로 배추 가격은 3.3%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편, 무 가격은 30.6%에서 3.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 조절 정책에 따라 가격이 안정되어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가격보전 제도는 고랭지배추를 제외하고 

시행되지 않았지만, 산지폐기 물량에 대하여 목표가격의 30 - 70%를 보전함에 따라 사업수혜자의 소득은 사
업비수혜자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혜자의 소득은 사업비수혜자보다 봄배추는 41.8%, 

고랭지배추 90.8%, 가을배추 46.8%, 겨울배추 4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는 봄무 22.8%, 고랭지
무 23.0%, 가을무 25.4%, 겨울무 37.2% 증가하여 사업을 수혜 받은 농가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가격 차액 및 시장격리 물량에 대한 가격 보전으로 수혜 농가들은 비
수혜 농가와 비교하여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음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지만, 사업수혜자들의 경영 안정화는 공급량 확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사업비수혜농가들의 부담은 증가
되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Table 2.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between business beneficiary and non- business beneficiary 
(Oversupply due to good weather condition).

Sortation

Business beneficiary Non-business 
beneficiary

(E)

Percentage
change (%)
(F = D/E)

Wholesale price 
(A)

Production 
(B)

Shipment 
(C)

Price
conservation

(D = A + B + C)
Cabbage

Spring 100.0 - - 100.0 100.0 -
Summer 100.0 51.1 63.8 214.6 100.0 114.6
Fall 100.0 17.1 21.3 138.1 100.0 38.1
Winter 100.0 - - 100.0 100.0 -

Radish
Spring 100.0 0.3 0.3 100.5 100.0 0.5
Summer 100.0 2.4 3.2 105.6 100.0 5.6
Fall 100.0 - - 100.0 100.0 -
Winter 100.0 8.9 11.0 119.9 100.0 19.9

Index the reference price (before project execution) t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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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출하안정제 사업 개선 방안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수급 조절 정책은 공급 과잉 시 계약물량을 산지폐기 함에 따라 공급을 안정시켜 

가격 하락폭을 낮추고, 공급 부족 시 정식시기를 앞당겨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아 해당 품목들
의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은 시장가격이 목
표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 차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사업의 효
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사업 시행이 해
당 품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공급 조절을 통한 수급 안정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단기적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명확
히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수혜자들의 경영 유지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
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사업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수취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수급 불안 시 사업수혜자는 정부에서 가
격 차액 또는 공급 조절 물량에 대하여 가격 보전을 통해 소득을 안정시키지만, 비수혜자의 경우 수급 불안
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및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사업수혜자의 가격지지효과로 정책의 사업효과가 뚜렷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수혜자의 공급 증가를 초래하며, 이러한 가격하락 효과는 사
업 비수혜자에게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생산출하안정제 사업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급 가이드 라인의 설정 및 차등 보전

생산안정제는 일률적으로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최저가격지지 정책으

Table 3.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between business beneficiary and non- business beneficiary 
(Production site disposal due to oversupply).

Sortation

Business beneficiary Non-
business 

beneficiary
(F)

Percentage 
change (%)
(G = E/F)

Wholesale price 
(A)

Production 
(B)

Shipment 
(C)

Market 
isolation

(D)

Price
conservation

(E = A + B + C + D)
Cabbage

Spring 100.0 - - 41.8 141.8 100.0 41.8
Summer 100.0 14.2 17.7 58.9 190.8 100.0 90.8
Fall 100.0 - - 46.8 146.8 100.0 46.8
Winter 100.0 - - 42.5 142.5 100.0 42.5

Radish
Spring 100.0 - - 22.7 122.8 100.0 22.8
Summer 100.0 - - 23.1 123.0 100.0 23.0
Fall 100.0 - - 25.4 125.4 100.0 25.4
Winter 100.0 - - 37.2 137.2 100.0 37.2

Index the reference price (before project execution) t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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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요 대비 공급 과잉 물량이 많고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의 차액이 큰 경우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저가격지지 정책은 

WTO 보조 감축 대상이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수급가이드 라인과 재정소요 

상한액을 설정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자율적 공급 조절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생산·출하
안정제 대상 품목의 균형 수요량을 도출하고 주산지별 공급계획을 취합하여 수급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과부족 발생시 주산지협의체에 자율적 수급조절 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얼마나 성공적
으로 이행하는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주산지별로 품목별 수급 균형 물량을 계획하여 과부족 물량 

발생에 따른 보전금을 정률적으로 감액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산지에 배정된 생산량을 초과하
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준 생산량 대비 일정 비율로 보장 수준을 줄여 생산자의 수급조절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산지 생산자단체에 출하조정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 가격의 재설정

품목별 재생산 가격의 산정
생산·출하 안정제 사업의 기준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의 5개년 올림픽 평균값3)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채소류는 공급과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부분 목표가격이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이 발동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또한, 기상호조로 단수가 상승하는 경우에 공급과잉으로 생산량 증감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는 악순
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의 평년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추세화 문제
가 발생하여 평균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 있어 제도의 참여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생산·

출하안정제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감소 추세 및 평균가격의 변화 추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품목별 생산비와 영농을 위한 재생산 가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기준가격을 재산
정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별 기준 가격 차별화
생산·출하안정제의 기준가격은 도매가격이 기준으로 대형마트, 직거래 등 신유통 경로의 비중 증가로 인
한 도매시장의 유통 비중 감소와 출하처 다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표적 수급 품목인 배추의 생
산량 대비 공영 도매시장 점유율은 24% 수준이다.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가격은 도매시
장별 특성과 해당 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상품 및 가격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지정
채소 가격안정대책 사업의 경우 전국의 도매시장 유형을 10개 지역의 대상시장으로 구분하여 등록된 출하
단체와 생산자의 판매실적 가중평균을 기준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차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시장군
에 있어 출하된 채소의 수량과 판매금액에 대하여 도매업자가 발행하는 매입계산서에 근거하여 기준 가격
을 산출하고 있다. 기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개별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출하
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예산의 기금화
생산·출하안정제의 경우 원활한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하 예산의 기금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30%), 지자
체(20%), 농협(20%), 생산자(20%)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가격보전이 시
행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아 예산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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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격안정제도의 경우, 제도 시행의 지속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과분
이 발생하는 때에만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안정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
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금운용 수익을 통해 관리 기구를 운영 및 유지하고 이를 위
한 중장기 예산 확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채소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효과를 분
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계약물량을 활용하여 채소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
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관리 및 가격 보장 체계 부재 및 사전수급조절 기능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부족하
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을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으로 개편하여 시
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생산안정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겨울배추, 고랭지배
추,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는 출하안정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품목은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계약물량 부
족에 따라 가격안정 효과가 미흡하고 수급대책 추진의 기준 부재, 정부수급대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
가를 받음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품목과 계약물량 비중을 확대하고 자율수급대책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절별 가격변동이 심하고,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대상인 

배추, 무를 대상으로 수급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평가를 위한 모듈을 개발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효과 분석 방법은 밭농업 직불제만 시행(생산출하안정제 미시행)할 경우
와 생산출하안정제를 시행하였을 경우를 비교하여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은 시장가
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 차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사
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은 농가 경영 및 소득을 보장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경영을 유지시키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목표가격
이 평년 도매가격을 사용하여 매년 바뀜에 따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시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공급 조절을 통한 수급 안정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단기적으로는 수요 및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수혜자의 가격지지효과로 정책의 뚜렷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수혜자들의 경영 유지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
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출하안정제 사업의 비율과 품목
이 확대될수록 증폭될 것으로 판단되며 품목 확대 및 사업 참여 비율 조정 및 설정 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출하안정제는 일종의 최저가격지지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WTO 규제, 주산지와 시장 특성 

미반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
저 국가적 수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차등 보전으로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
절을 유도해야 한다. 세부 장치로는 품목별 재생산 가격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별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생산
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사업예산을 기금화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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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모형의 품목별 수급탄성치를 이용하였다.

2) 노지채소수급안정 사업 개편 및 생산･출하안정제 사업 추진방안은 2015년 4월 7일 마련되었고, 고랭지･
겨울배추, 양파 3개 품목에 대하여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2015년 4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3) 5개년 올림픽평균은 최대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평균값임.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Authors information
Sangmo Ryu, http://orcid.org /0000-0002-1306-9926

Sukho Han, http://orcid.org /0000-0002-8391-3387

Heesoo Jang, http://orcid.org/0000-0002-3748-4331

Donghwan Kim, http://orcid.org/0000-0003-3113-3626

References
Choi BO. 2011. Stud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vegetable supply and price stabiliza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in Korean]
Choi BO. 2013. A study on efficiency improvement of nozig vegetable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Projec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in Korean]
Choi BO. 2015.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of five sensitive item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in Korean]
Han SH. 2015. KREI-KASMO 2015 operation and development research model for agricultural sector 

Appendix 1. KREI-KASMO main supply-demand elasticity.

Sortation Price elasticity Income elasticity Lag independent Income elasticity
(short-term)

Income elasticity
(long-term)

Cabbage
Spring - 0.74 0.21 0.39 0.15 0.25
Summer - 0.18 0.26 0.41 0.14 0.25
Fall - 0.41 0.14 0.29 0.20 0.29
Winter - 0.73 0.16 0.54 0.12 0.26

Radish
Spring - 0.24 0.12 0.48 0.11 0.21
Summer - 0.39 0.26 0.23 0.20 0.26
Fall - 0.27 0.39 0.80 0.15 0.78
Winter - 0.62 0.26 0.90 0.07 0.76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4) December 2019 825

Improvement plan for vegetables by introducing the production and shipment stabilization policy

forecas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in Korean]
Huh SH. 1987a. Downward rigidity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s and its caus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in Korean]
Huh SH. 1987b. A study on the prospect of vegetable supply and demand and price stabilization in the 

2000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in Korean]
Lee YS. 2012. Variation pattern and factor analysis of major vegetable pric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in Korean]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Improvement policy of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of major vegetables. MAFRA, Sejong, Korea.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