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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 연구 필요성연구 필요성연구 필요성연구 필요성

◦ 최저보장가격제도가 채소 농가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음

- 기본적으로 경영비에 기초하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지속인상 압

력이 있음

- 무임승차 문제 수입유발 효과 작목전환에 의한 공급과잉 초래, ,

가능성 등도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시장개방 진전시 정부에 의한 직접적 가격지지가 규정에WTO

의거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음

◦ 최저보장가격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범실시된 계약재배안정화 사

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도 전환이 백지화되었음

- 전국 평균 계약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농협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판매 후 차액보조에 따른 판매,

증빙 및 가격안정 대책부재 지역농협의 손실확대에 따른 계약재,

배 축소우려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 연구 목적연구 목적연구 목적연구 목적

◦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시장중심의 기준가격 설정방

안을 제시하고 계약재배안정화사업의 시범실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농협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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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 내용

◦ 농산물수급조절정책과 최저보장가격제도의 개요

◦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검토

◦ 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일본의 긴급수급안정제도 정리

◦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 방향 모색

◦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 긴급가격안정제도 운영 방안 모색

□ 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

◦ 기존 통계 자료 및 문헌 분석

◦ 새로운 긴급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

◦ 수급안정사업 담당 농협직원 설문조사

◦ 농협의 사업담당자 명 조사54

◦ 주요 조사내용 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새: ,

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

안 등

그림 1-1. 연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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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2222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과 최저보장가격제도농산물 수급조절 정책과 최저보장가격제도농산물 수급조절 정책과 최저보장가격제도농산물 수급조절 정책과 최저보장가격제도

2.1.2.1.2.1.2.1.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과 최저보장가격제도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과 최저보장가격제도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과 최저보장가격제도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과 최저보장가격제도

◦ 계약재배사업은 최저보장가격과 연동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최저

보장가격으로 수매하는 물량은 수급안정사업의 계약재배 물량에

한정됨

그림 1-2. 최저보장가격제도와 계약재배사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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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최저보장가격제도 현황최저보장가격제도 현황최저보장가격제도 현황최저보장가격제도 현황

□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방식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방식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방식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방식

◦ 비저장성 품목은 경영비 및 자가노임의 저장성 품목은 경30%,

영비 및 자가노임의 를 최저보장가격으로 설정100%

표 2-1. 최저보장가격 예시시기 및 결정기준

표 2-2. 연도별 품목별 최저보장가격ㆍ

년2004

이후

배추 원( /kg,

천원/10a)

무 원( /kg,

천원/10a)

마늘

원( /kg)
양파

원( /kg)

고추

원( /600g)

대파

원( /kg,

천 원

/10a)봄

고

랭

지

가 을

월동( )
봄

고

랭

지

가

을

난

지

한

지

540 500 505(650) 475 500 405 1,280 2,030 200 2,350 750

대상품목
저장성 낮은 품목

무 배추 대파( , , )

저장성 있는 품목

고추 마늘 양파( , , )

결정시기 년이후 고정2004

가격결정기준 경영비 자가노력비 이내+ 30% 경영비 자가노력비 이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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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2.2.1.2.2.1. 최저보장가격제도 사업실적최저보장가격제도 사업실적최저보장가격제도 사업실적최저보장가격제도 사업실적

◦ 년의 경우 최저보장가격제 수매 및 산지폐기 물량은2007 42,891

톤이며 금액은 백만원 수준임5,830

표 2-3. 최근 품목별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한 수매 및 산지폐기 현황

단위 톤 백만원: ,

년

도
품 목 사업기간

정 부 농 협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5

월동배추 1.17 2.14～ - - 12,500 1,163 12,500 1,163
겨울대파 1.17 3.31～ 26,468 6,213 5,312 709 31,780 6,922
양파 생육기( ) 2.1. 3.15～ 17,904 883 14,312 706 32,216 1,589

마늘 8.30 9.10～ 296 635 - - 296 635
소 계 44,668 7,731 32,124 2,578 76,792 10,309

‘06

마늘 8.28 9.8～ 325 697 - - 325 697
가을무 11.8 12.17～ 16,449 1,083 11,103 731 27,552 1,814
가을배추 11.8 12.17～ 39,915 2,063 28,964 1,497 68,879 3,560
겨울배추 11.8 12.17～ 4,906 286 3,551 207 8,457 493
계 61,595 4,129 43,618 2,435 105,213 6,564

‘07
겨울배추 2.10 3.20～ 3,045 227 22,620 1,691 25,665 1,918
겨울대파 2.10 3.20～ 10,692 2,428 6,534 1,484 17,226 3,912
계 13,737 2,655 29,154 3,175 42,891 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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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3333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최저보장가격제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3.1.3.1.3.1.3.1. 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의 성과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의 성과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의 성과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의 성과

□ 시장가격의 회복효과시장가격의 회복효과시장가격의 회복효과시장가격의 회복효과

◦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실행으로 시장가격이 현

저히 회복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년 고랭지 배추 가격 수매전 원 수매 후 원1999 : 131 266→

- 년 월동배추 가격 수매전 원 수매 후 원2006 : 176 264→

- 년 양파 가격 수매전 원 수매 후 원2005 : 546 854→

□ 사전적 산지가격 지지효과사전적 산지가격 지지효과사전적 산지가격 지지효과사전적 산지가격 지지효과

◦ 마늘의 경우 정부가 가격급락시 무제한 수매보장키로 하였으므

로 마늘산업종합대책 사업종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산( )

지유통인들에 대한 저가매도를 줄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전적

가격지지효과가 있음

□ 소득증가 효과소득증가 효과소득증가 효과소득증가 효과

◦ 계약재배농가들에 대해서 가격폭락시 생산물량을 최저보장가격

으로 수매 또는 폐기하여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였음

- 마늘 가격상승 효과 원 소득증가효과 천원: 156.6 /kg, 146.3 /10a

- 비참여농가 소득 대비 마늘 백만원 봄배추 만원: 1.42 /10a, 77

봄무 만원/10a, 56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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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진폭률 완화가격진폭률 완화가격진폭률 완화가격진폭률 완화

◦ 가격진폭률 완화효과도 일부 있으나 뚜렷하지는 않음

- 진폭률 완화 봄배추 가을배추: ‘02 0.406 ’070.385 ‘02 0.512 ’07→ →

0.373

- 진폭률 확대 봄무 대파: ‘02 0.297 ’07 0.378, ‘02 0.309 0.484→ →

□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 기능산지 거래의 기준가격 기능산지 거래의 기준가격 기능산지 거래의 기준가격 기능

◦ 최저보장가격이 노지채소 계약재배 사업의 계약단가가 되고 계

약단가는 다시 산지거래의 기준가격이 되는 경향이 있음

그림 3-1. 난지마늘 조합별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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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양파 조합별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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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저장성 품목은 기준가격 기능이 다소 약함

그림 3-3. 가을배추 조합별 계약단가 분포1)

원/kg

년도 사업2007 년도 사업2006

그림 3-4. 가을무 조합별 계약단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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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선은 당해년도 단수를 이용해 최저보장가격을 중량단위원 로 환산한 가격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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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계량적 평가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계량적 평가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계량적 평가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계량적 평가2)2)2)2)

◦ 수매폐기 이후에는 실시이전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더 높아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매폐기 종료를 전후하여 누적초과가격상승률이 양 의 값으(+)

로 전환되면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3-5. 최저보장가격 발동 전후 가격의 누적 초과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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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연구 방법에 의한 평가임(ev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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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3.2.3.2. 최저보장가격제도의 문제점최저보장가격제도의 문제점최저보장가격제도의 문제점최저보장가격제도의 문제점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유발과 가격지지 정책의 한계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유발과 가격지지 정책의 한계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유발과 가격지지 정책의 한계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유발과 가격지지 정책의 한계

◦ 현행 고율 관세하에서는 수입유발 효과는 적음

◦ 마늘 양파 건고추의 관세감축율 가정시 최저보장가격에, , 50%

의해 수입유발 현상이 발생

- 관세감축율 시 년 수입가능가격 양파 원 마늘50% 2007 : 360 /kg,

원 건고추 원 수준1,700 /kg 2,700 /600g

그림 3-6. 양념채소 관세감축율 시 수입가능가격 및 최저보장가격50%

단위 원 원: /kg, /600g

주 점선은 최저보장가격 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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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최저보장가격 인상 가능성과 정부재정 부담지속적인 최저보장가격 인상 가능성과 정부재정 부담지속적인 최저보장가격 인상 가능성과 정부재정 부담지속적인 최저보장가격 인상 가능성과 정부재정 부담3)3)3)3)

◦ 생산비에 기초한 최저보장가격 책정방식 때문에 지속 인상 가능

성이 있어 정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함

□ 무임승차 발생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무임승차 발생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무임승차 발생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무임승차 발생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

◦ 일정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가격안정 효과는 전체 시장에

미치게 되므로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자도 최저보장가

격제도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작목전환에 의한 공급과잉문제작목전환에 의한 공급과잉문제작목전환에 의한 공급과잉문제작목전환에 의한 공급과잉문제4)4)4)4)

◦ 타 밭작물에는 가격지지 정책이 부재하므로 최저보장가격제도로

운영되는 개 품목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이들 품목의 만성적인12

공급과잉상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3.3.3.3.3.3.3.3.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시범 추진 결과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시범 추진 결과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시범 추진 결과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시범 추진 결과

□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추진 결과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추진 결과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추진 결과계약재배 안정화 사업 추진 결과

◦ 계약재배안정화사업은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

- 주 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이하로 하락시 기준가격85%

의 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를 정부에서 지원85% 80%

- 나머지 는 사업주체 지역농협 등 농가 씩 부담20% ( ) 10%, 10%

3) 생산자단체에서 최저보장가격인상을 요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년 이후 최저보장가격 자체2004

가 동결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 지적은 타당성이 높지 않음

4) 작목전환을 위해서는 기후 토질 기술이 모두 갖추어져야하므로 단순히 최저보장가격제도가 있, ,

다는 이유로 작목전환을 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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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의 대표성 부족:

- 같은 품목이라도 품종 재배조건 재배시기에 따라 계약가격과, ,

판매가격이 크게 차이남

◦ 판매가격도 조합별로 편차가 심하여 대표가격 결정 곤란

◦ 계약가격과 수매가격의 격차가 큰 양파와 고추 중심으로 기준가

격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됨

◦ 실제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의 보전을 받지 못하는 조합 발생

- 계약단가 하락 계약재배사업 축소의 우려 발생,

◦ 판매를 전제로 정부가 보조하므로 손실을 보더라도 반드시 판매

해야함

◦ 그외 가격안정화 대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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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4444 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최저보장가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5)5)5)5)

4.1.4.1.4.1.4.1. 최저보장가격제도 관련 질문최저보장가격제도 관련 질문최저보장가격제도 관련 질문최저보장가격제도 관련 질문

◦ 이상의 농협이 최저보장가격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50%

- 너무 낮다 다소 낮다 적절하다22%, 34% 42%

◦ 최저보장가격인상시 조합 손실 부담 확대 우려 56%

◦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수입유발 효과는 가 동의58%

- 동의하지 않은 명중 최저보장가격과 농산물수입과는 연21 57%:

관성이 없다고 응답

◦ 최저보장가격 수준이 낮으면 산지가격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가 동의62%

- 동의하지 않은 명중 산지가격과 관련성이 없거나 산지가19 69%:

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

◦ 작목전환에 의한 공급과잉 우려에는 가 동의56%

- 동의하지 않는 명중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22 59%:

- 동의하지 않은 명중 그 정도로 유인이 크지는 않다22 18%:

◦ 새로운 최저보장가격의 산정방식의 선호

- 경영비 연동방식: 38%

- 시장가격의 일정비율 방식: 34%

◦ 시장가격 반영시 품목별 적정 최저보장가격 수준

- 시장가격 반영비율 봄배추 가을배추 난지마늘: 55%, 44%, 88%,

양파 68%

5) 계약재배사업 농협 중 원예농산물 판매액이 억 이상인 개소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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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5555 일본의 긴급수급안정제도일본의 긴급수급안정제도일본의 긴급수급안정제도일본의 긴급수급안정제도

◦ 채소수급조정제도는 크게 가격안정제도와 긴급수급조정대책으로

대분됨

5.1.5.1.5.1.5.1. 가격안정제도가격안정제도가격안정제도가격안정제도

□ 지정야채가격안정제도지정야채가격안정제도지정야채가격안정제도지정야채가격안정제도

◦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기준액을 설정하고 평

균판매가격 도매시장가격 이 보증기준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 )

액의 일부를 사업참여 농가에게 가격차 보급금으로 지급

그림 5-1. 일본 지정채소 가격안정제도의 손실보전 방식

◦ 등록출하단체 적어도 개 이상의 지정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 1

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 법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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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산지 지: 정채소의 집단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대신이 지정

◦ 대상채소 개 지정채소를 출하시기에 따라 종으로 구분하: 14 30

고 별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대상 시장군

- 기구는 전국을 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대상 시장군으로 지정하10

고 각 대상 시장군에 속하는 세부 도매시장을 규정

- 각 대상 시장군에는 중앙도매시장 외에도 지방 도매시장 또는

농협의 청과센터 등이 포함

◦ 대상출하기간

- 야채생산출하안정법에 지정야채의 종류에 따라 주출하기가 정해

져 있음

5.2.5.2.5.2.5.2. 긴급수급안정제도긴급수급안정제도긴급수급안정제도긴급수급안정제도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재원

의 일부를 지원

- 중요채소의 경우에는 지정야채가격안정제도 참여시 반드시 긴급

수급조정제도에도 참여해야함

◦ 품목 양배추 양파 무 배추: , , ·

◦ 자금분담비율

- 국가 생산자 씩 부담50%, 50%

- 생산자 분담분 는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액의 를 기구에50% 50%

재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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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하락시가격하락시가격하락시가격하락시

◦ 가격하락시 출하지연 가공원료로 판매 산지폐기 등의 방법으로, ,

시장가격 상승을 유도함

◦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 시장가격의 이하 하락시 발동하며 출80%

하지연 및 평균가격의 보전30%

-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시장가격의 이하로 하락시 가공용 원료70%

로 판매 및 판매차액과 판매경비 보전

-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시장가격의 이하로 하락시 산지폐기 및70%

평균가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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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6666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 방향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 방향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 방향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 방향

6.1.6.1.6.1.6.1. 최저보장가격제도 폐지 여부 검토최저보장가격제도 폐지 여부 검토최저보장가격제도 폐지 여부 검토최저보장가격제도 폐지 여부 검토

□ 폐지시 장점폐지시 장점폐지시 장점폐지시 장점

◦ 최저보장가격제도 폐지 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점에 대한 비판이 불식됨

◦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비판이 불

식됨

- 장기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안정을 달성하는 방식

이 지속불가능하고 가격형성과 가격안정은 민간의 경제주체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함

- 관세감축 후에도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해 수입유발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부가 수입을 유도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남

- 타 품목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식되기 때문에 작목 전환에 의한

공급과잉 유발 비판이 사라짐

- 매년 억 억원 내외의 정부 예산이 절감됨20 ~50

□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가격급락시 다른 대책이 없어 농가 소득 하락 문제 발생

◦ 지역농협의 사업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계약

재배 사업 자체가 위축됨

- 계약재배 위축으로 산지유통 규모화 생산자 단체 육성에 장애발생,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교섭력 약화 및 유통구조 복잡화

◦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 상실로 혼란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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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폐지보다 현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한시적으완전한 폐지보다 현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한시적으완전한 폐지보다 현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한시적으완전한 폐지보다 현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한시적으

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6.2.6.2.6.2.6.2. 세부 방안세부 방안세부 방안세부 방안

6.2.1.6.2.1.6.2.1.6.2.1. 긴급가격안정제도 도입긴급가격안정제도 도입긴급가격안정제도 도입긴급가격안정제도 도입

◦ 최저보장가격 의미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긴급가격안정제도라는 개념 도입‘ ’

◦ 긴급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의 일정 비율로 하되 그

비율은 사전에 합의하여 고정함6)

-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이하로 하락시 정부가 계x%

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의 채소를 산지폐기 혹은 수매함

1)1)1)1) 평년가격 대비 경영비 비율 방식 제 안평년가격 대비 경영비 비율 방식 제 안평년가격 대비 경영비 비율 방식 제 안평년가격 대비 경영비 비율 방식 제 안( 1 )( 1 )( 1 )( 1 )

◦ 경영비에 준하는 수준에서 평년가격의 일정 비율 을 구해 이(%)

를 긴급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안임

- 경영비는 매년 조사하되 년 년 주기로 기준가격에 반영함3 ~5

- 즉 회 산출된 비율은 년 내지 년간 고정되며 이 기간이 지난, 1 3 5

후 경영비를 재조사하여 기준가격 비율을 조정함

- 경영비 비율  경영비 평년가격= ÷

- 매년 기준가격 P =  당해 년도 평년가격×

- 단 경영비는 년 주기로 재조사, 3~5

◦ 긴급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 산출 예 년 주기로 경영비를 조사할(3

6) 평년가격은 최근 개년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개년 평균가격임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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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년 경영비 비율 년 경영비 년 기준 평년가(2008 )=2008 ÷ 2008

격

년 기준가격2008 =  년 기준 평년가격× 2008

년 기준가격2009 =  년 기준 평년가격× 2009

년 기준가격2010 =  년 기준 평년가격× 2010

 년 경영비 비율 년 경영비 년 기준 평년가(2011 )=2011 ÷ 2011

격

년 기준가격2011 =  년 기준 평년가격× 2011

년 기준가격2012 =  년 기준 평년가격× 2012

년 기준가격2013 =  년 기준 평년가격× 2013

◦ 주기적인 경영비 실측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나 경

영비를 정확히 반영하여 장기적인 재생산을 유지한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는 방안임

◦ 연도별 경영비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가격7)으로 환산한 평

년가격과의 비율을 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1. 평년 경영비의 평년가격 대비율

천원 원 건고추 원/10a, /kg, ( ) /600g, %

자료: 농촌진흥청 농산물표준소득 통계청 주요작물 생산비 농수산물유통공사 도, ,

7) 산지폐기 및 수매를 위해서는 산지거래가격이 필요하나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자료는 중도매인

판매가격이므로 각 품목 농가수취율을 적용해 산지거래가격으로 환산하였음

구분
배추 무

대파
마늘

양파 고추
봄 고랭지 가을 봄 고랭지 가을 난지 한지

경

영

비

비

율

2005 54.9 53.6 42.1 66.9 70.3 64.7 74.2 55.5 - 35.7 41.3

2006 58.9 49.5 47.0 62.3 61.3 80.6 74.9 51.7 - 36.5 43.0

2007 53.6 46.8 46.0 62.7 60.5 72.7 65.0 52.4 - 32.8 45.8

평균 55.8 50.0 45.0 63.9 64.0 72.7 71.4 53.2 - 35.0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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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격자료

□ 평년가격 대비 최저보장가격 비율 적용 방식 제 안평년가격 대비 최저보장가격 비율 적용 방식 제 안평년가격 대비 최저보장가격 비율 적용 방식 제 안평년가격 대비 최저보장가격 비율 적용 방식 제 안( 2 )( 2 )( 2 )( 2 )

◦ 긴급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가격

과 평년가격의 비율을 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임

- 예를 들어 현재 최저보장의 년 평년가격 대비율을2007 라고 하

면( 현재 최저보장가격 년도 평년가격 이 비율을 향= ÷ 2007 ),

후 계속 적용하는 방안임

- 이 경우 긴급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은 [P =  당해 년도 평×

년가격 으로 산출됨]

◦ 산출 예:

년 난지마늘 최저보장가격 원2007 = 1,280 /kg

년 난지마늘 평년가격 원2007 = 1,400.4 /kg

년2007  = 91.4%

년 기준가격 년 기준 평년가격2008 = 91.4% × 2008

년 기준가격 년 기준 평년가격2009 = 91.4% × 2009

◦ 이 방식은 긴급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이 미리 설정되어 인상에

대한 압력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년 시점의2007 가 장기적으

로도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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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현행 최저보장가격의 평년가격 대비율

□ 평년가격의 일정 비율 적용 방식 제 안 일본형평년가격의 일정 비율 적용 방식 제 안 일본형평년가격의 일정 비율 적용 방식 제 안 일본형평년가격의 일정 비율 적용 방식 제 안 일본형( 3 , )( 3 , )( 3 , )( 3 , )

◦ 시장가격이 과거 평년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공급과

잉 물량을 폐기 혹은 수매하는 방식임 그림( 6-1)

- 일본의 경우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시장가격의 이하로 하락70%

시 발동하며 공급과잉 물량을 폐기 혹은 비료화를 실시하고 이,

경우 평균 가격의 를 보전함 농자재 상당분40% ( )

◦ 이 방식은 현행 일본의 긴급수급조정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나 차

이가 있음

- 일본은 단계로 시장가격과 판매가격간 차액을 교부한 후에도1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때 단계로 평년가격의 를 보전하므로2 40%

회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짐2

- 제 안에서 일본처럼 단계 차액 보전없이 바로 단계 보전이 이3 1 2

구 분

배추

천원( /10a)

무

천원( /10a)
대파

천원( /

10a)

마늘

원( /kg) 양파

원( /kg)

고추

원( /

600g)봄 고랭지
가을

봄
고

랭지
가을 난지 한지

월동( )

최저보장

가격
540 500

505
475 500 405 750 1,280 - 200 2,350.0

(650)

전 개5

년 중

개년3

평년

가격

2005 932.6 862.6 926.9 722.5 678.9 582.3 1,058.0 1,248.0 - 317.8 3,530.7

2006 871.4 996.2 872.4 778.2 832.3 487.7 1,092.4 1,338.8 - 318.9 3,718.2

2007 957.4 1,106.2 863.6 773.4 897.0 580.3 1,258.4 1,400.4 - 373.0 3,750.3

평년

가격

대비

%

2005 57.9 58.0 54.5 65.7 73.7 69.6 70.9 102.6 - 62.9 66.6

2006 62.0 50.2 57.9 61.0 60.1 83.0 68.7 95.6 - 62.7 63.2

2007 56.4 45.2 58.5 61.4 55.7 69.8 59.6 91.4 - 53.6 62.7

평균 58.8 51.1 56.9 62.7 63.2 74.1 66.4 96.5 - 59.8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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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제약되고 농가의 이탈이 심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안에서는 일본과 달리 초기 단계부터 곧 바로 평년가

격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6-1. 평년가격의 일정 비율 적용 방식 제 안( 3 )

2)2)2)2) 산지폐기 또는 수매에 의한 시장 격리산지폐기 또는 수매에 의한 시장 격리산지폐기 또는 수매에 의한 시장 격리산지폐기 또는 수매에 의한 시장 격리

◦ 산지폐기 이외 가격안정 방안은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에서도 산지폐기 가공용 판매가 동시에 활용되지만 최근의,

재검토 결과 산지폐기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산지폐기 방식을 유지키로 하였음

◦ 차액보조 방식은 계약재배안정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

해 채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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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7777 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최저보장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 시장가격을 반영한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가락시장 가격자료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자료를 비교하였음

- 품목별 작형구분 일별 가격자료 존재여부 및 측정단위 산지시, ,

세 반영 정도조사방법의 객관성 전국 수급상황의 반영여부,

표 7-1. 유형별 가격자료의 특성

구 분 가락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작형별 품목구

분의 합치성

배추무의 작형구분이 없어 최저보장가,

격적용에어려움이있음.

최저보장가격 품목별 작형이 일치

하여 최저보장가격적용이 용이함.

작형별 일별

가격자료의 존

재유무와 가격

측정단위

일별자료는 존재하나 작형별로는

일별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작형별 모든

일별가격자료가 존재함.

가격측정단위

무 배추는 톤트럭이 중심이며, 5

망과 같은 중량단위는 드물게10kg

나오다가 년부터 본격 제공되2006

므로 정확한 가격산출이 곤란

최저보장가격 품목은 모두 단kg

위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나 한지마

늘은 접단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 ’

고 있음

산지시세 반영

의 정도

무 배추 양파 대파는 경락가격, , ,

이므로 산지시세를 잘 반영하나

상장예외 품목인 마늘 고추는 중,

도매인 판매가격이므로 산지가격

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음

중도매인 판매가격이므로 산지가

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유

통실태 자료를 통해 간접 추정가

능

조사방법의 객

관성 여부

무 배추 양파 대파의 경우 경락, , ,

가격이므로 객관성이 높으나 마

늘 고추의 경우 상장예외지정에,

따른 조사가격이므로 정확도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됨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규정과

농림부훈령 제 호에 의해 조1235

사원을 정하고 가격조사를 실시

하며 중량단위로 실측하기 때문

에 비교적 객관성 및 정확도가

높으나 마늘의 경우 조사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전국수급상황

의 반영 정도

가락시장이 전국의 물량대표성은

있음

최저보장가격제도의 품목에 대해

전국 개지역의 판매가격을 모두5

조사하므로 전국 수급상황을 잘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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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8888 긴급가격안정제도 운영 방안긴급가격안정제도 운영 방안긴급가격안정제도 운영 방안긴급가격안정제도 운영 방안

8.1.8.1.8.1.8.1. 긴급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발령기간 추정긴급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발령기간 추정긴급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발령기간 추정긴급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발령기간 추정

8.1.1.8.1.1.8.1.1.8.1.1. 경영비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경영비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경영비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경영비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 1 )( 1 )( 1 )( 1 )

◦ 봄배추의 경우 년 평년가격은 원 천원 이2005 156.8 /kg(932.6 /10a)

므로 기준가격은 인 원 천원 이고 긴급가격54.9% 86 /kg(511.7 /10a)

안정제도가 발령되어야할 기간은 일임54

- 년은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므로 평년가격2006 145.4 /kg(871.4 /10a)

대비 경영비 비율 를 곱하면 기준가격은 원 천58.9% 85.7 /kg(513.6

원 가 되어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기간은 일임/10a) 17

- 년은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므로 생산비 비2007 159.7 /kg(957.4 /10a)

율 를 곱하면 기준가격이 원 천원 가 되고53.6% 85.7 /kg(513.6 /10a)

발령기간은 일임3

◦ 봄무의 경우 년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고2005 147.5 /kg(722.5 /10a)

평년가격 대비 경영비 비율이 이므로 기준가격은 원66.9% 98.7

천원 이고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기간은 일임/kg(483.4 /10a) 40

- 년은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고 경영비 비율2006 157.6 /kg(778.2 /10a)

이 이므로 기준가격은 원 천원 이고 긴급62.3% 98.1 /kg(484.6 /10a)

가격안정제도 발령기간은 일임11

◦ 대파의 경우 출하기간이 길고 년 년간 거래가격이 매우2005 ~2007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급가격안정제도가 발령되어야할 기

간이 매우 길게 나타남

- 년의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고 경영비 비율2005 326.8 /kg(1,058 /10a)

이 이므로 기준가격은 원 천원 이고 발령74.2% 242.4 /kg(784.9 /10a)

기간은 일임85



- 25 -

- 년은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고 경영비 비2006 330.1 /kg(1,092.4 /10a)

율이 이므로 기준가격은 원 천원 가 되고74.9% 247.4 /kg(818.6 /10a)

발령기간은 일임56

표 8-1. 경영비의 평년가격 대비율에 의한 기준가격 및

발령일수 비저장성 품목( )

품목

출하기간( )
연도

연평균

가격

평년가격
경영비

비율

기준가격
발령

일수
원/kg

천원/1

0a
원/kg

천원/1

0a

봄배추

월 월(4 ~6 )

2005 128.8 156.8 932.6 54.9 86.0 511.7 54

2006 211.3 145.4 871.4 58.9 85.7 513.6 17

2007 158.3 159.7 957.4 53.6 85.7 513.6 3

고랭지배추

월 월(7 ~10 )

2005 281.3 208.4 862.6 53.6 111.7 462.4 -

2006 274.0 238.0 996.2 49.5 117.9 493.3 11

2007 313.5 262.5 1106.2 46.8 122.8 517.5 -

가을배추

월말 월(10 ~12 )

2005 188.8 138.6 963.9 42.1 60.7 406.1 -

2006 116.5 130.4 909.4 47.0 63.8 427.1 -

2007 176.7 129.6 941.1 46.0 65.0 433.0 -

봄무

월 월(4 ~7 )

2005 173.8 147.5 722.5 66.9 98.7 483.4 40

2006 160.0 157.6 778.2 62.3 98.1 484.6 11

2007 209.4 153.0 773.4 62.7 95.8 484.6 -

고랭지무

월 월(7 ~8 )

2005 261.2 169.2 678.9 70.3 118.9 477.0 -

2006 206.3 204.1 832.3 61.3 125.1 510.3 3

2007 268.0 216.6 897.0 60.5 131.1 542.7 4

가을무

월 월(11 ~12 )

2005 104.8 119.3 582.3 64.7 77.2 377.0 -

2006 130.0 99.3 487.7 80.6 80.0 392.9 -

2007 133.5 115.2 580.3 72.7 83.7 421.9 -

대파

월 월(1 ~12 )

2005 353.7 326.8 1,058.0 74.2 242.4 784.9 85

2006 453.6 330.1 1,092.4 74.9 247.3 818.6 56

2007 375.1 380.4 1,258.4 65.0 247.4 818.6 118

주 연평균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중도매인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과 마진을:

제하고 산출한 산지거래가격 기준임

발령일수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할 때 자동 발령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산출함

◦ 저장성 품목은 경영비 보장방식에 의할 경우 제도 발령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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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거의 없음

- 다만 이때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자

가노력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보장가격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됨

표 8-2. 경영비의 평년가격 대비율에 의한 기준가격 및 발령일수

저장성 품목( )

품목 연도

연평균

가격

원( /kg)

기준가격

발령

일수

평년

가격

원/kg

경영비

비율 %
원/kg

양파

월 월(2 ~7 )

2005 321.0 317.8 35.7 113.3 -

2006 428.8 318.9 36.5 116.3 -

2007 303.6 373.0 32.8 122.3 -

난지마늘

월 월(5 ~9 )

2005 1,159.1 1,248.0 55.5 692.0 -

2006 1,343.8 1,338.8 51.7 692.0 -

2007 1,466.5 1,400.4 52.4 733.6 -

건고추

월 월(7 ~10 )

원( /600g)

2005 3,903.1 3,530.7 41.3 874.9 -

2006 3,783.1 3,718.2 43.0 958.6 -

2007 4,370.5 3,750.3 45.8 1,031.0 -

8.1.2.8.1.2.8.1.2.8.1.2. 최저보장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최저보장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최저보장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최저보장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 2 )( 2 )( 2 )( 2 )

◦ 제 안은 평년가격 대비 최저보장가격의 비율을 현 수준에서 고2

정하여 기준가격으로 정하는 방식임

- 예를 들어 년 현재 품목의 과거 평년가격이 원 이2007 A 1,000 /kg

고 최저보장가격이 원 이라면 그 비율은 가 되고 향후200 /kg 20% ,

에도 평년가격은 변동하지만 비율 를 고정함으로써 매년“20%”

기준가격이 새로이 갱신됨

◦ 현행 최저보장가격의 평년가격 대비율은 표 와 같음< 8-3>



- 27 -

표 8-3. 현행 최저보장가격의 평년가격 대비율

구분

배추 천원( /10a) 무 천원( /10a)

대파

천원(

/10a)

마늘

원( /kg)
양파

원( /k

g)

고추

원( /60

0g)봄
고랭

지

가

을

월(

동)

봄

고

랭

지

가

을
난지

한

지

평

년

가

격

대

비

2005 57.9 58.0 54.5 65.7 73.7 69.6 70.9 102.6 - 62.9 66.6

2006 62.0 50.2 57.9 61.0 60.1 83.0 68.7 95.6 - 62.7 63.2

2007 56.4 45.2 58.5 61.4 55.7 69.8 59.6 91.4 - 53.6 62.7

평균 58.8 51.1 56.9 62.7 63.2 74.1 66.4 96.5 - 59.8 64.1

주 자세한 산출식은 표 참조: 6-4

마늘은 경영비에 자가노력비가 인정되어 평년가격 대비율이 높게 나타남100%

가가가가.... 비저장성 품목비저장성 품목비저장성 품목비저장성 품목

◦ 봄배추는 년 평년가격이 이고 표준소득단수를 이용2005 156.8kg

해 면적단위로 환산하면 천원 이므로 고정비율 를932.6 /10a 58.8%

곱하면 기준가격이 원 천원 이 되고 긴급가격안정제92.1 /kg(548.0 )

도 발령기간은 주 출하기중 일임54

- 년의 평년가격은 원 원 이므로 고정비율2006 145.4 /kg(871.0 )kg

를 곱하면 기준가격은 원 천원 가 되고 긴급58.8% 85.4 /kg(512 /10a)

가격안정제도 발령일수는 일임17

◦ 고랭지배추의 경우 년 평년가격이 원 천원2006 238 /kg(996.2 /10a)

이고 고정비율 를 곱하면 기준가격은 원 천원51.1% 121.7 /kg(509.2

가 되고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일수는 일임/10a) 11

◦ 봄무의 경우 년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므2005 147.5 /kg(722.5 /10a)

로 고정비율을 곱하면 기준가격이 원 천원 가92.5 /kg(453.2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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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기간은 없음

◦ 대파의 경우 연중 출하되기 때문에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기간

도 상대적으로 길게 추정됨

- 년 평년가격이 원 천원 이므로 고정비율2005 326.8 /kg(1,058.0 /10a)

를 곱하면 기준가격은 원 천원 가 되고66.4% 301.1 /kg(974.7 /10a)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기간은 일임117

표 8-4. 현행 최저보장가격의 평년가격 대비율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과

발령기간 비저장성품목( )

품목

출하기간( )
연도

연평균

가격

원( /

kg)

평년가격 기준가격

발령

기간

( )日원/kg
천원/

10a

평년

가격

대비

%

원/kg
천원/

10a

봄배추

월 월(4 ~6 )

2005 128.8 156.8 932.6

58.8

92.1 548.0 54

2006 211.3 145.4 871.4 85.4 512.0 17

2007 158.3 159.7 957.4 93.8 562.6 16

고랭지배추

월 월(7 ~10 )

2005 281.3 208.4 862.6

51.1

106.5 440.9 -

2006 274.0 238.0 996.2 121.7 509.2 11

2007 313.5 262.5 1,106.2 134.2 565.5 -

가을배추

월말 월(10 ~12 )

2005 188.8 138.6 963.9

56.9

78.9 779.3 -

2006 116.5 130.4 909.4 74.2 740.0 13

2007 176.7 129.6 941.1 73.8 728.2 -

봄무

월 월(4 ~7 )

2005 173.8 147.5 722.5

62.7

92.5 453.2 -

2006 160.0 157.6 778.2 98.9 488.2 -

2007 209.4 153.0 773.4 96.0 485.2 -

고랭지무

월 월(7 ~8 )

2005 261.2 169.2 678.9

63.2

106.9 332.3 -

2006 206.3 204.1 832.3 128.9 407.3 -

2007 268.0 216.6 897.0 136.8 432.2 -

가을무

월 월(11 ~12 )

2005 104.8 119.3 582.3

74.1

88.4 545.0 -

2006 130.0 99.3 487.7 73.6 466.1 8

2007 133.5 115.2 580.3 85.4 549.1 -

대파

월 월(1 ~12 )

2005 353.7 326.8 1,058.0

66.4

301.1 974.7 117

2006 453.6 330.1 1,092.4 219.1 725.2 5

2007 375.1 380.4 1,258.4 219.1 724.9 45

주 적용단수는 각 해당년도 직전 개년 중 개년 평년단수: 5 3

연평균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중도매인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과 마진을

제하고 산출한 산지거래가격 기준임

발령일수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할 때 자동 발령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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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저장성 품목저장성 품목저장성 품목저장성 품목

◦ 양파의 경우 년 평년가격이 원 이므로 고정비율2007 373 /kg

를 곱하면 기준가격은 원 이 되어 긴급가격안정제59.8% 222.9 /kg

도가 발령되어야할 기간은 일임62

◦ 난지마늘은 년 평년가격이 원 이므로 고정비율2005 1,248.0 /kg

를 곱하면 기준가격은 원 이 되고 긴급가격안정96.5% 1,204.6 /kg

제도의 발령기간은 일임96

- 년은 고정비율이 동일하더라도 평년가격이 원 으로 상2006 1,343.8 /kg

승하였으므로 기준가격도 원 이 되고 긴급가격안정제도 발1,338.8 /kg

령기간도 일로 증가함132

◦ 건고추의 경우 다년간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긴급가격안정

제도가 발령되지 않음

표 8-5. 고정비율 방법에 의한 저장성 품목 기준가격 산출과

발령기간 저장성 품목( )

품목 연도
연평균가격

원( /kg)

평년가격

원( /kg)

기준가격

평년가격

대비 (%)
원/kg 발령일수

양파

월 월(2 ~7 )

2005 321.0 317.8

59.8

189.9 -

2006 428.8 318.9 190.5 -

2007 303.6 373.0 222.9 62

난지마늘

월 월(5 ~9 )

2005 1,159.1 1,248.0

96.5

1,204.6 96

2006 1,343.8 1,338.8 1,292.3 132

2007 1,466.5 1,400.4 1,351.7 12

건고추

월 월(7 ~10 )

원( /600g)

2005 3,903.1 3,530.7

64.1

1,358.8 -

2006 3,783.1 3,718.2 1,430.9 -

2007 4,370.5 3,750.3 1,433.3 -

주 연평균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중도매인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과 마진을:

제하고 산출한 산지거래가격 기준임

발령일수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할 때 자동발령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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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1.3.8.1.3.8.1.3. 일본형 평년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일본형 평년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일본형 평년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일본형 평년가격 비율에 의한 기준가격과 발령기간 제 안( 3 )( 3 )( 3 )( 3 )

◦ 시장가격이 과거 평년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공급과

잉 물량을 폐기 혹은 수매하는 방식으로 긴급가격안정제도 발,

령기준을 평년가격 대비 일정 비율로 하고 일정의 가격보전율,

을 정하는 방식임

◦ 기준가격 및 가격보전율은 경영비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과거 년 평년가격, 5

의 를 하회할 경우 평년가격의 를 산지폐기 및 수매에70% 40%

의해 보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가가가가.... 비저장성 품목비저장성 품목비저장성 품목비저장성 품목

◦ 년 봄배추의 경우 평년가격이 천원 이므로 인2005 932.6 /10a 70%

기준가격은 천원 이고 주 출하기 월 월 중 기준가격652.8 /10a 4 ~6

이하로 거래가가 형성되어 긴급가격안정제도가 발령되어야할 기

간은 일임 표54 ( 8-6)

◦ 년 봄배추는 년의 평년가격이 원 이고 평년단수2006 2006 145.4 /kg

를 적용했을 때 면적단위로는 천원 이므로 기준가격이871.4 /10a

천원 이고 긴급가격안정제도가 발령되는 기간은 일임610.0 /10a 21

◦ 년 가을무는 평년가격이 면적단위로 천원 이므로2006 487.7 /10a

기준가격은 천원 이고 긴급가격안정제도의 발령일수는341.4 /10a

일임7

◦ 대파는 출하기간이 연중이므로 상대적으로 긴급가격안정제도가

발령되는 기간이 길게 산출됨

- 년의 평년가격은 중량단위로 원 이고 평년단수를 이2005 326.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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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면적단위로 환산하면 천원 이므로 기준가격은1,058 /10a

천원 이고 발령일수는 일임740.6 /10a 64

- 년은 평년가격이 천원 이므로 기준가격이 천2006 1,092.4 /10a 764.7

원 이고 발령일수는 일임/10a 7

- 년은 평년가격이 면적단위로는 천원 이므로 기준가2007 1,258.4 /10a

격은 원 이므로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기간은 일임880.9 /10a 106

표 8-6. 평년가격 비율 방법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과

발령기간 비저장성품목( )

품목

출하기간( )
연도

연평균

가격

원( /kg)

평년가격 기준가격

발령일수

( )日원/kg
천원/

10a

평년

가격의

70%

원( /kg

)

평년

가격의

70%

천원( /

10a)

봄배추

월 월(4 ~6 )

2005 128.8 156.8 932.6 109.8 652.8 54

2006 211.3 145.4 871.4 101.8 610.0 21

2007 158.3 159.7 957.4 111.8 670.2 33

고랭지배추

월 월(7 ~10 )

2005 281.3 208.4 862.6 145.9 603.8 -

2006 274.0 238.0 996.2 166.6 697.3 15

2007 313.5 262.5 1,106.2 183.8 774.4 -

가을배추

월말 월(10 ~12 )

2005 188.8 144.1 963.9 100.9 674.7 -

2006 116.5 135.9 909.4 95.1 636.6 37

2007 176.7 141.3 941.1 98.9 658.8 -

봄무

월 월(4 ~7 )

2005 173.8 147.5 722.5 103.3 505.7 -

2006 160.0 157.6 778.2 110.3 544.7 -

2007 209.4 153.0 773.4 107.1 541.4 -

고랭지무

월 월(7 ~8 )

2005 261.2 169.2 678.9 118.5 475.2 -

2006 206.3 204.1 832.3 142.9 582.6 -

2007 268.0 216.6 897.0 151.6 627.9 -

가을무

월 월(11 ~12 )

2005 104.8 119.3 582.3 83.5 407.6 -

2006 130.0 99.3 487.7 69.5 341.4 7

2007 133.5 115.2 580.3 80.6 406.2 -

대파

월 월(1 ~12 )

2005 353.7 326.8 1,058.0 228.8 740.6 64

2006 453.6 330.1 1,092.4 231.1 764.7 7

2007 375.1 380.4 1,258.4 266.3 880.9 106

주 당 가격은 평년단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10a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나나나.... 저장성 품목저장성 품목저장성 품목저장성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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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는 년 생육기 산지폐기가 실시된 바 있음2005

- 평년가격이 원이므로 인 기준가격은 원 이고 긴317.8 70% 222.5 /kg

급가격안정제도 발령일수는 일임21

- 년은 평년가격이 원 이므로 기준가격은 원 이2007 373 /kg 261.1 /kg

고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일수는 일임62

◦ 난지마늘은 년 평년가격이 원 이므로 기준가격은2006 1,338.8 /kg

원 이고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일수는 일임 표937.2 /kg 21 ( 8-7)

표 8-7. 평년가격 비율 방법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과

발령기간 저장성품목( )

품목 연도
연평균
가격
원( /kg)

기준가격
발령일수
( )日평년가격

원( /kg)
평년가격의

원70% ( /kg)

양파
월 월(2 ~7 )

2005 321.0 317.8 222.5 21

2006 428.8 318.9 223.2 -

2007 303.6 373.0 261.1 62

난지마늘
월 월(5 ~9 )

2005 1,159.1 1,248.0 873.6 -

2006 1,343.8 1,338.8 937.2 21

2007 1,466.5 1,400.4 980.3 -

건고추
월 월(7 ~10 )
원( /600g)

2005 3,903.1 3,530.7 2,471.5 -

2006 3,783.1 3,718.2 2,602.8 -

2007 4,370.5 3,750.3 2,625.2 -

주 연평균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중도매인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과 마진을:

제하고 산출한 산지거래가격 기준임

발령일수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할 때 자동발령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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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1.4.8.1.4.8.1.4. 개선방안별 비교개선방안별 비교개선방안별 비교개선방안별 비교

◦ 긴급가격안정제도 발령 여부를 추정해본 결과 가지 기준가격3

설정 방안에 따라 발령기간 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 다만 표 의 발령일수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할 경, < 8-8>

우 자동적으로 긴급가격안정제도를 발령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

된 것임

- 기준가격은 자동으로 결정하되 발령여부 수매 및 폐기 물량은 정,

부와 농협중앙회의 협의로 조정함으로써 적용일수와 소요예산은 탄

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

◦ 산지폐기 품목인 비저장성 품목은 시장가격으로부터 기준가격을

도출한 후 단수를 이용해 면적단위로 환산함

- 따라서 정확한 단수 통계가 뒷받침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작형

별 단수통계의 대표성이 낮음

- 단수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중량단위 자료 원 을 면적단위( /kg)

천원 로 환산하는 데에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0a)

- 다만 저장성 품목은 경영비 자료가 비교적 대표성이 높고 최저보

장 기준가격 자체도 중량단위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단수 적용( )

에 따른 오차발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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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비저장성 품목 대안별 기준가격 및 발령일수

원 천원 일/kg, /10a,

주 는 당 가격: ( ) 10a

현 제도하의 발령일수와 대안별 발령일수의 차이는 현제도에서는 농협과 정

부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발령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대안에서는 자동

발령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임

는 월동작형이지만 가격자료 불비로 봄작형 가격을 적용함*

품목 연도

제 안1 제 안2 제 안3 현 제도

기준 발령 기준 발령 기준 발령 최저보

장가격

발령

가격 일수 가격 일수 가격 일수 일수

봄배추

월 월4 ~6

2005
86.0

54
92.1

54
109.8

54
540 월동*

511.7 548.0 (652.8) 월동* 31

2006
85.7

17
85.4

17
101.8

21
650 월동*

513.6 512.0 (610.0) 　 40

2007
85.7

3
93.8

16
111.8

33
　 월동*

513.6 562.6 (670.2) 　 40

고랭지

배추

월 월7 ~10

2005
111.7

-
106.5

-
145.9

-

500

-
462.4 440.9 (603.8)

2006
117.9

11
121.7

11
166.6

15 -
493.3 509.2 (697.3)

2007
122.8

-
134.2

-
183.8

- -
517.5 565.5 (774.4)

가을배추

월말10 ~

월12

2005
60.7

-
78.9

-
100.9

-

505

-
406.1 779.3 (674.7)

2006
63.8

-
74.2

13
95.1

37 40
427.1 740.0 (636.6)

2007
65.0

-
73.8

-
98.9

- -
433.0 728.2 (658.8)

봄무

월 월4 ~7

2005
98.7

40
92.5

-
103.3

-

475

-
483.4 453.2 (505.7)

2006
98.1

11
98.9

-
110.3

- -
484.6 488.2 (544.7)

2007
95.8

-
96.0

-
107.1

- -
484.6 485.2 (541.4)

고랭지무

월 월7 ~8

2005
118.9

-
106.9

-
118.5

-

500

-
477.0 332.3 (475.2)

2006
125.1

3
128.9

-
142.9

- -
510.3 407.3 (582.6)

2007
131.1

4
136.8

-
151.6

- -
542.7 432.2 (627.9)

가을무

월11 ~

월12

2005
77.2

-
88.4

-
83.5

-

405

-
377.0 545.0 (407.6)

2006
80.0

-
73.6

8
69.5

7 40
392.9 466.1 (341.4)

2007
83.7

-
85.4

-
80.6

- -
421.9 549.1 (406.2)

대파

월1 ~

월12

2005
242.4

85
301.1

117
228.8

64

750

77
784.9 974.7 (740.6)

2006
247.3

56
219.1

5
231.1

7 -
818.6 725.2 (764.7)

2007
247.4

118
219.1

45
266.3

106 40
818.6 724.9 (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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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저장성 품목 대안별 기준가격 및 발령일수

단위 원: /kg

주 현제도하의 발령일수와 대안별 발령일수의 차이는 현제도에서는 농협과 정부: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발령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대안에서는 자동 발

령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임

품목

출하기간
연도

제 안1 제 안2 제 안3 현제도

기준

가격

발령

일수

기준

가격

발령

일수

기준

가격

발령

일수

최저보

장가격

발령

일수

양파

월 월2 ~7

2005 113.3 - 189.9 - 222.5 21

200

44

생육기

2006 116.3 - 190.5 - 223.2 -

2007 122.3 - 222.9 62 261.1 62

난지마늘

월 월5 ~9

2005 692.0 - 1,204.6 96 873.6 -

1,280

12

2006 692.0 - 1,292.3 132 937.2 21 12

2007 733.6 - 1,351.7 12 980.3 - -

건고추

월7 ~10

월

2005 874.9 - 1,358.8 - 2,471.5 -

2,350

-

2006 958.6 - 1,430.9 - 2,602.8 - -

2007 1,031.0 - 1,443.3 - 2,6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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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기준가격 산출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 경영비 비율방식 제 안( 1 )
최저보장가격 비율

방식 제 안( 2 )

평년가격의 일정비율 적용

방식 제 안( 3 )

산출

방법

- 품목별 평년가격 대비

평균 경영비 비중을 주

기적으로 산출

- 현행 품목별 최저보장

가격의 평년가격 대비

비율을 고정하고 매년

평년가격에 곱함

- 최근 년간 가격자료5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개년 평균가격3

를 구하고 그 를 기70%

준가격으로 설정

장점

- 산출방식의 근거가 명확

- 품목별 재생산의 보장

에 의한 최소한의 자급

달성 목표에 가장 부합

- 현 최저보장가격제도를

활용하므로 제도 변경

용이

- 경영비 자료 불필요

- 가격자료만 있으면 용

이하게 산출됨

- 이해가 명확함

단점

- 품목별 정확한 경영비

자료가 주기적으로 조

사될 필요

- 장기적으로 고정비율

상향 조정 요구 가능

- 기준가격을 정하는 70%

또는 보조금액 산출 기

준인 의 근거 부족40%

- 일본과 달리 바로 보전

가격 적용시 농가 반발

예상

8.2.8.2.8.2.8.2. 예산 소요 검토예산 소요 검토예산 소요 검토예산 소요 검토

□ 대안별 예산 소요대안별 예산 소요대안별 예산 소요대안별 예산 소요8)8)8)8)

◦ 제 안에 의할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현 수준보다 다소1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8-11)

◦ 소요예산은 대체로 최저보장가격제도 예산대비 수준임100~120%

- 월동배추는 봄배추 가격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크게 추정되었으나 가격조사가 뒷받침된다면 현 수준에서 큰 차

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8) 품목별 소요예산 도출과정은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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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양파는 생육기 폐기에 의해 최저보장가격보다 낮은 원2005 49

수준으로 수매폐기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비율이 높/kg

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음

- 대파는 기준가격이 대체로 높은 수준 표 이기 때문에 소요예( 8-8)

산이 현재보다 약 내외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50%

- 마늘은 수매물량이 대부분 한지형이나 기준가격은 난지형 기준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요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정

됨 표( 8-11)

표 8-11. 제 안에 의한 예산 소요 추정1

단위 원 천원 톤 백만원: /kg, /10a, , , %

주 는 자격자료 불비로 봄작형 가격을 적용함: *

◦ 제 안에 의할 경우 소요예산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현 수2

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됨 표( 8-12)

◦ 소요예산의 대비율은 관련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면 대체로

수준임96~143%

- 월동배추의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격자료의 부재로 봄

연도 품목
기준가격

원/kg

신제도하에서의 소요

예산 과거 폐기물량적용( )

현제도하에서

실제

집행금액(B)

대비율

(A/B)

　물량 톤( ) 금액(A)

2005

월동배추* 86.0 12,500.0 1,075.4 1,163.0 92.5

대파 242.4 31,780.0 7,704.9 6,922.0 111.3

양파 113.3 32,216.0 3,651.1 1,589.0 229.8

마늘 692.0 296.0 204.8 635.0 32.3

계 - 76,792.0 12,636.2 10,309.0 122.6

2006

마늘 692.0 325.0 224.9 697.0 32.3

가을무 80.0 27,552.0 2,203.0 1,814.0 121.4

가을배추 63.8 68,879.0 4,395.6 3,560.0 123.5

월동배추* 85.7 8,457.0 724.6 493.0 147.0

계 - - 7,548.1 6,564.0 115.0

2007

월동배추* 85.7 25,665.0 2,198.9 1,918.0 114.6

대파 247.4 17,226.0 4,262.2 3,912.0 109.0

계 - - 6,461.0 5,830.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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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기준가격을 적용하였기 때문임

- 대파는 기준가격이 전반적으로 현재의 최저보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소요예산도 더 높게 나타남

- 년 양파는 생육기 폐기의 결과로 대비율이 높게 나타남2005

- 마늘은 대부분 한지마늘의 수매금액이나 가격자료의 한계로 난

지마늘 가격에서 도출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기 때문임

- 즉 년 난지마늘 기준가격 원 은 한지마늘의 최저보, 2005 1,204.6 /kg

장가격 원 의 수준임2,030 /kg 59.3%

표 8-12. 제 안에 의한 예산 소요 추정2

단위 원 천원 톤 백만원: /kg, /10a, , , %

연도 품목 기준가격
사업물량

톤( )

신제도하에

서의

소요예산

(A)

현제도하의

실제 집행

금액

(B)　

대비율

(A/B)

2005

월동배추* 92.1 12,500.0 1,151.6 1,163.0 99.0

대파 301.1 31,780.0 9,568.5 6,922.0 138.2

양파 189.9 32,216.0 6,118.1 1,589.0 385.0

마늘 1,204.6 296.0 356.6 635.0 56.2

계 - 76,792.0 17,187.0 10,309.0 166.7

2006

마늘 1,292.3 325.0 420.0 697.0 60.3

가을무 73.6 27,552.0 2,027.1 1,814.0 111.7

가을배추 74.2 68,879.0 5,113.4 3,560.0 143.6

월동배추* 85.4 8,457.0 722.3 493.0 146.5

계 - 105,213.0 8,282.8 6,564.0 126.2

2007

월동배추* 93.8 25,665.0 2,408.4 1,918.0 125.6

대파 219.1 17,226.0 3,774.4 3,912.0 96.5

계 - 42,891.0 6,182.7 5,830.0 106.1

주 는 월동작형의 가격자료 불비로 봄작형의 가격을 적용함: *

◦ 제 안의 경우 품목별로 편차는 있으나 평년가격의 를 보조단3 40%

가로 정할 경우 현재보다 소요예산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8-13)

- 안 및 안과의 차이점은 기준가격 외에 보조단가가 별도로 설정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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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임

- 농가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폐기 수매 보상을 실시하고자한다면·

적어도 평년가격의 는 넘는 수준에서 보조단가가 결정되어야40%

함

◦ 소요예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제 안의 기준가격이 현재 최저보장3

가격과 유사함에도 보조단가가 낮기 때문임

- 다만 년 양파는 당시 생육기 폐기에 의해 최저보장가격2005 200

원 보다 낮은 원 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제 안의 소요예/kg 49 /kg 1

산 증가가 큰 것처럼 나타남

표 8-13. 제 안에 의한 예산 소요 추정3

원 천원 톤 백만원/kg, /10a, , , %

연도 품목

기준가격

평년가격(

의 70%)

보조가격

평년가격(

의 40%)

사업물량

톤( )

소요예산

(A)

현제도하

의 실제

집행금액

(B)

　

대비율

(A/B)

　

2005

월동배추* 109.8 62.7 12,500 783.9 1,163 67.4

대파 228.8 130.7 31,780 4,154.3 6,922 60.0

양파 222.5 127.1 32,216 4,095.4 1,589 257.7

마늘 873.6 499.2 296 147.8 635 23.3

계 - -　 76,792 9,175.1 10,309 89.1

2006

마늘 937.2 535.5 325 1,74.0 697 25.0

가을무 69.5 39.7 27,552 1,093.9 1,814 60.3

가을배추 95.1 54.4 68,879 3,744.1 3,560 105.2

월동배추* 101.8 58.1 8,457 491.7 493 99.7

계 - - 105,213 5,499.9 6,564 83.8

2007

월동배추* 111.8 63.9 25,665 1,639.5 1,918 85.5

대파 266.3 152.1 17,226 2,620.9 3,912 67.0

계 - - 42,891 4,260.4 5,830 73.1

주 년 월동배추 단가는 원 생육기 양파 산지폐기는 원 이었음: 2005 93 /kg, 49 /kg

는 월동작형의 가격자료 불비로 봄작형의 가격을 적용함*

폐기물량은 과거 실제 실시된 물량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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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9999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

9.1.9.1.9.1.9.1.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 최저보장가격의 지속적 인상 압력 회피최저보장가격의 지속적 인상 압력 회피최저보장가격의 지속적 인상 압력 회피최저보장가격의 지속적 인상 압력 회피

◦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에 기초하므로 기준가격 설정 방법에 따라

지속인상 가능성이 줄어듦

□ 수입유발 효과 감소수입유발 효과 감소수입유발 효과 감소수입유발 효과 감소

◦ 현재의 관세 수준에서는 최저보장가격이 수입을 유발하지는 않

지만 앞으로 새로운 무역규범에 의해 관세가 대폭 감축되면 수,

입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기준가격 설정시 경영비를 반영하는 제 안 및 제 안은 수입유발1 2

측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나 상황에 따라 경영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경영비의 만 보전하도록 재설계할 수 있음50%~70%

◦ 제 안의 경우 수입유발 효과를 원천 제거할 수도 있음3

- 기준가격이 수입단가와 대등하도록 시장가격 대비 비율을 선택

하면 됨

- 제 안 역시 고정비율은 바뀌지 않더라도 수입에 의해 평년가1, 2

격 자체가 낮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준가격도 낮아지고 수입

유발효과가 감소함

□ 기준가격의 자동 산출에 따른 효과기준가격의 자동 산출에 따른 효과기준가격의 자동 산출에 따른 효과기준가격의 자동 산출에 따른 효과

◦ 최저보장가격 결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적음

- 초기에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회만 정의하면 그 뒤로는 기준가1

격이 자동으로 산출됨



- 41 -

9.2.9.2.9.2.9.2.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 기준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 및 경영비 자료 불비기준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 및 경영비 자료 불비기준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 및 경영비 자료 불비기준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 및 경영비 자료 불비

◦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자료도 무배추 중 월동작형의 출하시기가

봄작형과 겹쳐 별도 조사되지 않고 마늘은 난지형만 조사됨

- 또한 중도매인 도매상 의 판매가격 자료이므로 상인의 유통마진( )

이 포함되어 있어 산지시세 반영에 오차가 발생함

◦ 정확한 경영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표준소득 자료는 중상위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단위

면적당 경영비가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향을 보임

- 통계청 생산비 자료는 비저장성 품목을 조사하지 않음

□ 지속인상 및 수입유발 가능성의 원천 차단 곤란지속인상 및 수입유발 가능성의 원천 차단 곤란지속인상 및 수입유발 가능성의 원천 차단 곤란지속인상 및 수입유발 가능성의 원천 차단 곤란

◦ 어떤 형태이든 기준가격 설정시 경영비를 반영할 경우 지속인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 수입유발 문제 역시 기준가격을 수입농산물 도입단가 이하로 낮

추지 않는 한 원천차단은 불가능

- 그러나 기준가격을 수입농산물 도입가격 이하로 낮출 경우 긴급

가격안정제도 도입 자체가 무의미함

□ 무임승차 문제 해소 곤란무임승차 문제 해소 곤란무임승차 문제 해소 곤란무임승차 문제 해소 곤란

◦ 시장격리 방식에 의하는 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새로운 제도하에

서도 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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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참여도 제고 미흡지자체 참여도 제고 미흡지자체 참여도 제고 미흡지자체 참여도 제고 미흡

◦ 지역적으로 집중화된 일부 품목 이외에는 긴급가격안정제도에

지자체가 참여하기는 곤란함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품목의 경우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

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점도 지자체의 참여를 곤란하게 함

9.3.9.3.9.3.9.3. 문제점 해소를 위한 역할 분담문제점 해소를 위한 역할 분담문제점 해소를 위한 역할 분담문제점 해소를 위한 역할 분담

9.3.1.9.3.1.9.3.1.9.3.1. 중앙정부중앙정부중앙정부중앙정부9)9)9)9)

□ 경영비 및 산지 거래가격 통계 정비경영비 및 산지 거래가격 통계 정비경영비 및 산지 거래가격 통계 정비경영비 및 산지 거래가격 통계 정비

◦ 긴급가격안정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지가격 및 경영비 통

계가 구비되어야함

□ 출하기 가격의 사전 예측력 강화출하기 가격의 사전 예측력 강화출하기 가격의 사전 예측력 강화출하기 가격의 사전 예측력 강화

◦ 사전 가격예측을 위하여 농업관측 사업 중 출하의향 및 면적조

사보다 정식 파종 의향 조사가 강화되어야함( )

- 사전 가격예측을 위해 종구 또는 종묘판매 상황을 추적하여 가

격예측에 반영하여야함

◦ 출하기 이전 생육기 단계에서 산지폐기가 실시되어야함

9) 정부의 중장기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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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3.2.9.3.2.9.3.2.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 긴급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가격급락시 출연할 필요가 있음

◦ 장기계약업체에 대한 차액지원이 필요함

9.3.3.9.3.3.9.3.3.9.3.3.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계약재배 사업물량 확대계약재배 사업물량 확대계약재배 사업물량 확대계약재배 사업물량 확대

◦ 산지폐기 또는 수매는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재배 사업물량이 확대되어야함

□ 재배면적 급증 방지를 위한 생산자 지도 강화재배면적 급증 방지를 위한 생산자 지도 강화재배면적 급증 방지를 위한 생산자 지도 강화재배면적 급증 방지를 위한 생산자 지도 강화

◦ 지역농협은 재배면적 결정 출하시기 등에 대해 농가의 중요 지,

도창구 역할을 수행해야함

□ 자율적 품질규제 강화를 위한 농가 지도의 일상화자율적 품질규제 강화를 위한 농가 지도의 일상화자율적 품질규제 강화를 위한 농가 지도의 일상화자율적 품질규제 강화를 위한 농가 지도의 일상화

◦ 품질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져야함

- 현재에는 농협 이외 수집상 도매시장 등 판로가 다양하여 품질,

규제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음

□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극적 시장개척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극적 시장개척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극적 시장개척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극적 시장개척

◦ 식품 안전성에 대해 민감한 학교급식 중심으로 직거래처를 확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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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체별 역할분담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