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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Objectives)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농업생산자들은 새로운 소득 작

목으로 약용작물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농업의사결정을 한다. 그 결과 1970년 우리나라

의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3,863ha이었으나 2010년에는 12,804ha로 3배가 넘게 성장하였다.

한편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에 대한 공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생산자나 정책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약용작물의 가격이 1% 상승하면 약용작물 재배

면적이 몇 %가 상승할 것인가 하는 정보는 정부의 가격정책에 따른 약용작물 재배면적의 변

화를 추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약용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공급탄력성을 전통적

으로 잘 알려진 Nerlove(1956)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약용작물의 공급탄

력성을 재배면적에 대한 것으로 한 것은 농산물의 가격 변화에 생산량보다는 재배면적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및 자료 (Methods and Data)

농업 재배면적에 대한 의사결정은 수확 후 기대가격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확 후 기대가격은

사전에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Nerlove(1956)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하였다.

식(1)은 t시점에 요구되는 약용작물 재배면적으로 기대약용작물 가격과 다른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1) 
   

 



: 요구 약용작물 재배면적,  


: 기대 약용작물 가격

 : 외생변수,  : 오차항,  : 장기공급반응계수

식(2)와 식(3)은 약용작물 재배면적 조절(acreage adjustment)식과 가격조절(price adjustment)식이다.

(2)      
     .   ≤  , : 재배면적 조절계수

(3)  
   

         
  ,   ≤  , : 가격 조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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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의 관측 불가능한 
와 

를 식(1)과 식(3)으로 대체하여 식(4)와 같은 축약식을 얻는

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는 생략을 하였고, 사전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식(5)을 얻었다. 식

(5)를 로그-로그 형태를 취해 탄력성 추정치를 얻는다. 재배면적조절계수는     , 가격조

절계수는      이고, 단기 공급탄력성은  , 장기 공급단력성   이다.

(4)                   

(5)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특용작물생산실적」과 「농림통계연보」의 각

연도 약용작물 재배면적과 통계청의 약용작물 도매물가지수를 생산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deflated) 가격지수이다. 분석에 이용된 기간은 1970년부터 2010년이다. 다만, 1977년, 1978년,

1979년, 1981년, 1982년, 1986년, 1987년, 1988년은 약용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선형내삽법(linearly interpolation)을 통해 자료를 생성하였다.

연구결과 (Results)

<표 1>은 가성적 회귀분석(spurious regression)을 예방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하였고, 수준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1차 차분변수를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약

용작물의 재배기간을 평균 2년으로 가정하고, 가격변수의 t-2시점을 변수로 고려되었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단기 공급탄력성은 0.196이고, 장기는 0.244로 나타났다.

 
<표 1> 재배면적과 가격 변수의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변수명 수준변수 1차 차분 변수
재배면적 -0.751 -3.903***
가격  -2.260 -8.101***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표 2> 약용작물 재배면적 공급반응함수 추정결과

변수명 계수 표준오차 t-값

 log(재배면적t-1) 0.329 0.158 2.09**
 log(가격t-2) 0.196 0.115 1.71*

상수 0.020 0.017 1.16
F 0.0243**

Breusch-Godfrey  LM 검정 0.009
adj R2 0.1451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표 3> 추정된 조절계수와 장단기 공급탄력성

구 분 조절계수 단기 탄력성 장기 탄력성

가격 1.000 0.196 0.244
재배면적 0.804 0.329 -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