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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s of abnormal climate on fall chinese cabbage farmers and 

consumers in Korea, with employing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Our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little difference in 
gross farm income, even though there were significant yield reductions due to abnormal climate changes. However periodic 
occurrences of abnormal climates caused serious damage to consumption levels which had declined by 10.6~17.1 percent with 
higher prices by 15.3~24.6 percent than normal climate years si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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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그 해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

은 평년에 비해 크게 변동된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농

가가 재배지를 줄이는 경우에도 생산량과 가격은 영

향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나 유통업자의 수요 변화

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기후 발생

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

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의 모두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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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농가의 총판매수입이나 소비자지출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

상기후 관련변수가 농작물 생산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바 있다(Han과 Kim, 2005; 
Kim 등, 2006; Lee 등, 2004). 이들의 연구에서는 농

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를 기상요인 측면에

서 규명하기 위하여 단수결정모형을 개발한 후 고온, 
저온 또는 강수 피해를 계측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에서는 농작물 생산 감소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어

느 정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기후 발생이 각 산업부분

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Kwon 
등(2012)은 응용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채택하여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산업부분별로 가격,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계측하

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생산 

손실이 노동가격, 자본가격, 토지가격, 환율 및 가계 

소득계층별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Palatnik과 Roson(2009)은 Kwon 등(2012)의 경우

와 달리 이상기후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기보

다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또한 이와 같은 장기적인 추세 변화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CGE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09;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상기후 발생에 따

른 농업생산의 손실을 개별 품목으로 세분하기보다는 

개별 품목을 몇 개 부분으로 통합하고 있다. 또한 개별 

품목 의 생육시기별로 구분하고, 또한 이상기후 피해

를 고온, 저온 또는 강수 피해 등으로 세분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개별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변동 

특성 등을 무시한 채 이상기후와 농업의 생산성 변화, 
그리고 이것이 국가경제 각 부분에 미치는 파급영향 

계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 개별 품목의 수급 및 시장가격 변

동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을 계측할 수 있는 모형을 일차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어서 상기 모형을 이용하여 농산

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가 불변이라는 가

정하에서 이상기후 발생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

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기상

청이 발표한 바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고온과 다우 등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정상기후를 가정할 경우 시장의 

균형점이 관찰될 수 있고, 또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시

장의 균형 점 이동이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정태분석 기법인 균형대체모형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채택하

여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농가 또는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고자 한다(Davis와 Espinoza, 1998).
이상기후 피해 농산물 중 분석 대상 품목으로는 최

근 20년 동안 생산량과 가격의 등락 폭이 컸던 가을배

추를 선정하였다. 또한 균형대체모형에 투입된 개별 

함수들은 공급부문의 경우 재배면적반응함수와 단수

결정함수이며, 수요부분의 경우 가격신축성함수이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의 상호 연계하에서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 그리고 농가총판매수입과 소비자지출수

준 등이 산출될 수 있도록 방정식과 항등식이 모형에 

투입하였다. 
균형대체모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급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함수를  방정식체계로 전환한 과

정은 다음과 같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

수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경제 이론에 따르면 전년

(년)에 비해 금년(년)에 가을배추 가격 기대치

( )가 높거나, 또는 농촌노임()이 낮을 경우 농

가의 기대수익이 증가하여 그 해 재배면적()은 

증가한다(Han과 Kim, 2004). 뿐만 아니라 금년에 출

하된 여름배추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을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이 가을배추 재배지 확대에도 영향을 

준다(Kim 등, 2006). 따라서 이와 같은 농가반응에 부

합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반응함수를 식(1)과 같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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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단, 는 연도를, 그리고 는 가을배추와 여

름배추를 각각 구분하는 하첨자이다.

ln     ln   ln   ln
(1)

가을배추 공급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

요 변수는 단수이다. 특히 가을배추의 경우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생육시기()는 8월부터 11월까지이

며, 이 시기의 기후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폭풍을 동반하는 일수가 빈번하다. 따라서 생육시기

에 해당하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단수결

정함수를 식(2)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식(2)에서 

    는 년도 월 최고기온, 강
수량, 그리고 폭풍일수를 각각 나타낸다.  

ln    ln  ln
 ln

(2)

식(1)과 식(2)에서 년도 재배면적과 단수가 결정

되면 생산량()은 식(3)에 의해  결정된다. 

   × (3)

식(3)에 의해 년도 가을배추 생산량()이 결정

되면, 여기에 수출량(exp)을 빼고, 수입량()을 

더한 것이 공급량( )이자 수급균형조건에 의해 소

비량( )이 된다. 


 

   
exp  (4)

균형대체모형 중 수요부분에 해당되는 개별함수를 

방정식체계로 전환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통
상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가격에 의해 소

비량이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급량(=소비량)에 의

해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수용하고 있다

(Cho 등, 1994; Han과 Kim, 2004; Kim 등, 2006; Lee 
등, 2005; Moschini와 Vissa, 199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소비함수보다는 가격신축성함수를 채택하여 공

급량(=소비량)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

계를 수용하고자 한다. 즉, 가을배추 소비자가격()

은 소비량( )의 크기에 따라 변동하며, 그 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국민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 또한 가을배추 소비와 경합되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설명

변수들을 조합하여 가격신축성함수를 방정식체계로 

전환하면 식(5)와 같다.

ln   ln ln ln (5)

식(5)에 의해  년도 가을배추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면, 여기에 식(6)과 같이  유통마진율()을 

적용하여 년도 가을배추 농가판매가격()을 산출

할 수 있다. 이때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

는 유통마진율()은 산지 생산량과 소비지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6)
ln  ln ln  (7)

식(6)～(7)을 통해 년도 가을배추 농가판매가격이 

산출되면, 이것은 년 가을배추 가격 기대치

(   )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식(1)의 재배면

적반응함수에 투입됨으로써 년도 가을배추 재배

면적(  )이 결정된다. 본 연구는 Nerlove(1958)
의 기대 모형에 의해 년도 기대가격(   )은 

년도 가격()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계속해서 식

(1)∼(5)에 ∼ 년도 외생변수가 투입되면 

∼ 년도 가을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공급

량, 소비자가격, 농가판매가격 등이 축차적으로 산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외생변수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기

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는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

치는 외생변수 모두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상기

후 발생에 따른 농가피해 산출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이상기후와 관련된 기온, 강수량 등의 외생변수 값

만 식(2)에 투입하고, 국민소득 등 기타 경제변수와 관

련된 외생변수들은 현 수준에서 고정된 것으로 가정

한다. 이어서 가을배추 수급 및 가격과 관련 방정식과 

항등식을 전미분한 다음, 기후관련 외생변수의 변화

율과 이와 관련된 개별 탄성치와의 선형결합으로 식

을 전개하면 균형대체모형은 식(8)～(10)과 같다(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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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ntents Unit Source
 fall chinese cabbage acreage area by year h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all chinese cabbage acreage figure by year kg/10a
 agricultural wage by year

index
2005=100

 fall chinese cabbage  retail price by year
 fall chinese cabbage farm price by year
 summer chinese cabbage retail price by year
 summer chinese cabbage farm price by year
 per capita real income by year 1000 won
 fall chinese cabbage total output by year ton

exp fall chinese cabbage exports by year

ton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
 fall chinese cabbage imports by year

 the highest temperature by month in every year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recipitation by month in every year mm
 storm days occurred by month in every year times

Table 1. Variable identifiers and data sources  

등, 1994; Cho 등, 1995).    
식(8)은 정상기후 대비 이상기후 발생으로 가을배

추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를 나타내는 변화

율이다. 이때    은 정상기후에 비해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후변수(최고기온, 강수량, 폭풍

발생일수)들이 어느 정도 변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증감률이며,   는 이상기후 발생 효과에 따른 농

산물 생산량 감소율이다. 


     

 

(8)

식(9)는 이상기후 발생효과에 따른 농가판매가격 

증가율(   )을 나타내며, 식(10)은 이상기후 발

생에 따른 농가총판매수입의 변화율(  )을 각

각 나타낸다.


    


 (9)


 


 


 (10)

3. 분석자료 및 결과

3.1. 자료 및 파라메타 추정

균형대체모형(EDM)에 투입된 시계열자료의 출처 

및 변수 산출내역은 Table 1과 같다. 시계열자료 기간

은 1991년부터 2012년이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단수 감소, 그리고 이

것이 농가판매가격, 농가총판매수입 등에 미친 영향

만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식(2), 식(5), 식(7)의 파라메

타 추정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식(8)～(10)을 이용

하여 정책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양대수 선형모형(log-log linear model)인 식(2), 식
(5), 식(7)의 파라메타를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으로 추

정하였다. 이어서 파라메타 추정치의 부호조건이 이론

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파라메타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또한 모형의 적합성이 높은 추정결과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 때 잔차항간 자기상관 문제

가 심한 경우 더빈-와트슨 검정(Durbin-Watson Test, 
D.W.)과 코크란-오크트법(Cochrane-Orcutt Method, 
Autoreg)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식(2), 식(5), 식(7)의 추정결과를 순서대로 평가하

면 다음과 같다. 식(2)'의 단수결정함수 추정식의 경우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0.88로 비

교적 높다. 또한 파라메타 추정치 부호에 따르면 9월
과 10월 중 고온과 다우, 그리고 8월과 9월 중 폭풍발

생일수는 단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1월 중 기

온과 강수량 상승은 단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추정결과가 현실세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1월 강수량에 해당하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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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ods of rapid 
increase in yield 

1999/2001  5.6 -3.7   9.4 -74.8 -105.0 -86.4 
2003/2005 -3.6 -13.5   9.8  19.7  20.4  16.7 
2007/2009 32.9 17.1  15.7 -93.1 -97.4 -64.4 

Preiods of rapid 
decrease in yield

1997/1999 -20.8 -3.7 -17.1  49.7  40.3  19.4 
2001/2003 -22.4 -11.7 -10.6  69.2 108.2  85.8 
2008/2010 -23.6 -8.1 -15.4 111.5 104.9  81.3 

Table 2.  The contribution rates  by factors on fall chinese cabbage farmers' total revenue

메타 추정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추정치가 1%이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추정식

에서 ( )의 값은 t 값이며, ***, **, *는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ln   ln   ln   ln 
   

 ln    ln    ln  
  

    
 

(2)'
=0.8837, =2.03, 추정방법 : AUTOREG(1)

식(5)'의 가격신축성함수 추정식의 경우 모형의 적

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0.63으로 낮지 않다. 
추정치 부호에 의하면 가을배추 공급량이 많을수록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김치소비의 감소로 인해 가을배추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랭지 배추

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을 경우 가을배추 소

비자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파라메타 추정치의 부호는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가격신축성

계수를 나타내는 파라메타 추정치는 모두 1%이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n   ln  ln ln
   

(5)'
=0.6305, =2.5955, 추정방법 : OLS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유통마진

율()결정함수의 추정식에 따르면 가을배추 공급

량과 소비자가격에 해당하는 파라메타 추정치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는 가을배추 유통 현실

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산지에

서 배추 공급량이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유통 중간단계에서 기대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가 

증가하여, 산지와 소비지 가격차이가 확대된다. 반면

에 배추 공급량이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산지와 소비지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유통마진은 줄

어든다. 또한 소비지에서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 일물

일가의 법칙에 준해 산지 가격 역시 증가하게 되어 생

산자와 소비자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유통마진율은 줄

어든다. 
식(7)'에서 파라메타 추정치 모두는 1%이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며,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는 0.73으로 높다. 

ln   ln ln
  

(7)'
=0.7257, =2.12, 추정방법 : OLS

 3.2.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 계측 

지난 22년 동안 이상기후 발생으로 가을배추 단수

가 10%이상 감소했던 시기는 1999년, 2003년, 2010
년이다. 반면에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가을배추 단수

가 9%이상 증가했던 시기는 2001년, 2005년, 2009년
이다. 따라서 단수가 평년에 비해 급등락하였던 시기

를 중심으로 생산량 변화율(), 재배면적 변동률

( ), 단수변동률( ), 소비자가격 변동률( ), 농가

판매가격 변동률( ), 농가총판매수입변동률( )을 

산출하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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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ods of rapid 
increase in yield 

1999/2001   9.4 -13.5 -10.7 -1.3 
2003/2005   9.8 -14.1 -11.2 -1.3 
2007/2009  15.7 -22.6 -17.9 -2.2 

Preiods of rapid 
decrease in yield

1997/1999 -17.1  24.6  19.5  2.4 
2001/2003 -10.6  15.2  12.1  1.5 
2008/2010 -15.4  22.2  17.6  2.1 

Table 3.  The effects of abnormal yields on fall chinese cabbage farmers' total revenue

Table 2에 따르면 가을배추 생산량이 증가(또는 감

소)한 경우 농가판매가격이 감소(또는 증가)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령 2003～2005년의 경우 

기후조건의 호조로 인해 단수가 9.85% 증가하였으나, 
농가가 재배지를 13.54% 줄임으로써, 그 결과 생산량

은 3.69%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농가판매가격은 

20.43% 증가하였다. 2007～2009년의 경우에도 기후

조건의 호조로 단수가 15.75% 증가하고, 기대수익의 

증가로 인해 농가가 재배지를 17.19% 늘린 결과, 생
산량은 32.94%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농가판매

가격은 97.42%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상기후 발생으로 단수가 급격히 감소한 시기에 

재배지 역시 줄어들었던 시기(1997～1999년, 2001～
2003년, 2008～2010년)의 경우 생산량은 20%이상 

감소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은 공급량의 감소로 인해 

40.31～108.23%정도 폭등하였다.   
다음은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 모

두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기후변수가 소비자와 생산

자에게 미친 영향((  ,  ,  )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Table 3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추정식 (2)', (5)', (7)'의 파라메타(탄력성) 추정치를 식

(8)～(10)에 투입한 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단수) 
변동과, 이것이 소비자가격, 농가판매가격, 농가총판

매수입에 미친 영향만을 분리하였다.   
Table 3에서 기상조건의 양호했던 시기에 단수는 

평년대비 9.40～15.75%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공급과잉으로 농가판매가격은 오히려 10.72～17.97%
정도 감소함으로써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총

판매수입은 1.33～2.22%정도 감소하였다. 반면에 이

상기후의 발생으로 단수가 10.63～17.15%정도 감소

한 경우 공급 부족으로 농가판매가격은 오히려 12.13～
19.57%정도 증가하였다. 이 경우 공급량 감소에도 불

구하고 농가판매가격이 증가하여 농가총판매수입은 

1.50～2.42% 증가하였다. 
기상청이 발표한 바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

를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Table 4와 같이 살펴보았다. Table 3～4
는 농가의 기대수익, 소비자의 예상소득, 수출입, 고랭

지배추 가격 등이 현 수준에서 고정된 경우를 상정하

여 산출된 정책실험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배출된다면(RCP 8.5) 예상 단

수는 현재 수준(2010∼2012년 평균치)보다 37.54%
정도 감소될 것이다. 반면에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실

현된다면(RCP 4.5) 노지 가을배추의 경우 예상단수

는 현재 수준보다 29.38%정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실험에 따르면 가을배추 소비

량은 현재수준보다 29.38～37.54%정도 감소할 것이

다. 또한 소비자가격은 42.24～53.96% 증가하여 소비

자후생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농가판

매가격은 33.53～42.84% 증가함으로써 농가총판매

수입은 현재수준보다 4.15～5.30%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Table 4.  The effects of  abnormal climate senarios on fall 
chinese cabbage farmers' total revenue

　       

RCP4.5 -29.3  42.2  33.5  4.1 

RCP8.5 -37.5  53.9  42.8  5.3 

Note 1: RCP4.5 senario has a special meaning of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greenhouse-gas emissions by the 
end of 21st century. As a result. temperature would be 
Increasing 3.4℃ with precipitation 17.3% Increasing.

Note 2: In th case of  RCP8.5 senario, temperature would be 
increasing 6.0℃ with precipitation 20.4% increasing 
by the end of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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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경우 기후조건이 

불리하게 작동할수록 가을배추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농가판매가격이 증가하므로, 농가

수입측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욱이 농가의 예상수익이 하락하여 재배지가 크게 줄

어드는 상황이 도래 할 경우에도 생산량의 감소가 농

가판매가격 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에 농가에게 귀속되

는 수입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소비자의 경우 이상기후 발생으로 소비

량은 현재 수준보다 무려 29.38%～37.54% 줄어드는 반

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현재수준보다 42.24～ 
53.96% 정도 더 높게 지불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재배지 감소 추세에 

이상기후 발생까지 중복될 경우 수급불안정 확대 및 

소비자가격 폭등이 크게 우려될 수 있다. 이 경우 파종

시기부터 수확시기까지 예상 생산량과 시장가격 동향

을 관측하여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및 수급안정을 위한 수

입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수입을 일정수준 보장할 수 있도록 조수

입보험제를 실시하여 농가가 재배지를 매년 크게 줄

이거나 늘리는 쪽 보다는 재배지를 적정수준에서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가을배추의 수급 및 시장가격 변동 특성

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고온과 다우 등 이상기후 발생

에 따른 농가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서 균형대체모형

(EDM)을 개발한 후 지난 22년동안 기후 변화에 따른 

가을배추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시기(또는 감소시기)
를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준해 기후변화가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

는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다.  
기상조건의 양호했던 시기(1999～2001년, 2003～

2005년, 2007～2009년)에 단수감소에 따른 생산량 

증가율은 9.4～15.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농가판매가격은 오히려 10.7～17.9%정도 감소함으

로써 농가총판매수입은 1.3～2.2%정도 감소하였다. 

반면에  이상기후가 발생했던 시기(1997～1999년, 2001～ 
2003년, 2008～2010년)에 단수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

소율은 10.6～17.1%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경우 농가

판매가격이 증가하여 농가총판매수입은 1.5～2.4%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상기후에 비해 이상기후 발생

은 농가총판매수입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는 15.3～24.6%정도 더 높은 가

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량은 10.6～
17.1%정도 감소하여 이상기후 발생 피해가 소비자 후

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발표한 바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

를 경우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배출된다면

(RCP 8.5) 예상 단수는 현재 수준(2010∼2012년 평

균치)보다 37.5%정도 감소될 것이다. 반면에 온실가

스 저감 노력이 실현된다면(RCP 4.5) 노지 가을배추

의 경우 예상단수는 현재 수준보다 29.3%정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실험에 따르면 단수 감소

요인에 한정할 경우 가을배추 소비량은 현재수준보다 

29.3～37.5%정도 감소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격은 

42.2～53.9% 증가하여 소비자후생이 크게 감소할 우

려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배지 감소 추세에 이상기

후 발생까지 중복될 경우 수급불안정 확대 및 소비자

가격 폭등이 크게 우려될 수 있다. 이 경우 파종시기부

터 수확시기까지 예상 생산량과 시장가격 동향을 관

측하여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관측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소재)에 수급안정을 위한 조기경보 및 수입관리 시

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작

물 재해보험에 조수입보험제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농가가 재배지를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농가수입을 일정수준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는 농가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도래시 가을배추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고온이나 

다우에 의한 생육 장애나 병충해 피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가

을배추 재배 적지를 신규로 발굴하고, 비가림 재배지

를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타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농가 및 정부의 노력이 병



1698 조재환․서정민․강점순․홍창오․신현무․이상규․임우택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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