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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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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민소득과 생활편의증대로 인해 가공식품산업은 제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까지

원료수급, 제조 및 가공, 유통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상품가격은

원재료 비용 외 가공식품을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기타 비용이 일정했을

때 가공식품 가격이 원료가격의 상승분만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

이다. 하지만 물가의 수직상승이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가공식품가격이 원재료가격변화의 상승분만큼 반영되지 않고 초과하여

상품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의 비대칭적 전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가공식품군을 선정한 후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가공식품과 원재료 사이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를 검증하고 구간탄력성추정법을 이용하여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

기를 측정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맥을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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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가공식품인 국수, 빵, 밀가루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

생되었고 이중에서도 비대칭성 탄성치가 가장 큰 품목은 원료비중이 높

은 밀가루(0.8468)였다. 둘째, 대두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두부와 식

용유에서도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되었으며, 식용유의 비대칭성

탄성치는 0.2294로 계측되었다. 셋째, 원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설

탕에서는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정되었고, 그 크기인 비대칭성 탄

성치는 0.3041이었다.

이러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공식품의 유통단계별

가격함수의 탄력도의 차이와 유통마진에 있다. 이를 근간으로 가공식품

의 품목별 산업집중도, 수요 탄성치, 수입비중 등이 있다.

가공식품은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각

유통단계별 마진이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될

여지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 산업의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원료의 대부분이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점기업의 과

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정부와 소비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공식품 산업의 안

정을 위해서는 원료수급의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선물거래의 확대, 원료

자급률 증대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비대칭적 가격전이, 가공식품, 유통마진, 비대칭성 탄성치,

비대칭 오차수정모형

학 번: 2010-21165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5

제 4 절 본 논문의 구성 ··············································································9

제 2 장 수입원자재 및 가공식품가격 변동추이 ··························10

제 1 절 수입 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10

제 2 절 원료수입가격과 가공식품가격 변동추이 ··································15

제 3 절 가공식품 원재료 비중 ··································································20

제 3 장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실증분석 ·········································21

제 1 절 분석자료 ··························································································21

제 2 절 분석방법 ························································································23

1. 벡터자기회귀모형 ·············································································23

2. 오차수정모형 ·····················································································25

3. 실증분석모형 ·····················································································27

4. 시차분석 ···························································································29

5.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검정 ···························································30

제 3 절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추정결과 ··········································34

1.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결과 ·····························································34

2.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44

3.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추정 ···························································51

4.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결과 요약 ·················································56

5. 메타회귀분석 추정결과 ·····································································58



- iv -

제 4 장 비대칭적 가격전이 발생원인 ···········································60

제 1 절 비대칭적 가격전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 ··································60

1. 가격전달 비대칭 이론 ······································································60

제 2 절 비대칭적 가격전이 발생 세부적 요인 ······································63

1. 산업집중도 ···························································································63

2. 품목별 수요탄성치 ·············································································66

3. 가공식품 원자재의 시장개방도 ·····················································68

제 5 장 요약 및 결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79

<표 목차>

<표 2-1>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원재료의 구성비 ································20

<표 3-1> 가공식품 선정품목 ····································································21

<표 3-2> 분석자료 기초통계량 ······························································22

<표 3-3> 적정시차 선정 ············································································29

<표 3-4>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31

<표 3-5> 요한슨 공적분 검정 ······························································33

<표 3-6>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34

<표 3-7>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에 대한 검정결과 ··························36

<표 3-8> 비대칭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44

<표 3-9>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에 대한 F검정결과 ·······················46

<표 3-10>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밀가루가격) ······················52

<표 3-11>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국수가격) ··························53

<표 3-12>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두부가격) ··························53

<표 3-13>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식용유가격) ······················54

<표 3-14>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설탕가격) ··························54



- v -

<표 3-15>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빵가격) ······························55

<표 3-16>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라면가격) ··························55

<표 3-17>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결과 요약 ······································57

<표 3-18> 메타회귀분석 변수설정 ··························································58

<표 3-19> 메타회귀분석 OLS 추정결과 ···············································59

<표 4-1> 2009년 생산액기준 상위업체 생산 비중 ······························64

<표 4-2>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가공산업 부문 의결 현황 ············65

<표 4-3> 가공식품 품목별 수요탄성치 ··················································67

<표 4-4>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액 비중 ··················69

<그림 목차>

<그림 2-1> 대두의 평균수입가격 ····························································10

<그림 2-2> 대두의 연간수입량 ································································11

<그림 2-3> 소맥의 평균수입가격 ····························································12

<그림 2-4> 소맥의 연간수입량 ································································12

<그림 2-5> 원당의 평균수입가격 ····························································13

<그림 2-6> 원당의 연간수입량 ································································14

<그림 2-7> 대두수입가격과 두부가격의 상관추이 ····························15

<그림 2-8> 대두수입가격과 식용유가격의 상관추이 ························16

<그림 2-9> 소맥수입가격과 밀가루 가격의 상관추이 ······················17

<그림 2-10> 소맥수입가격과 국수가격의 상관추이 ··························17

<그림 2-11> 소맥수입가격과 빵가격의 상관추이 ······························18

<그림 2-12> 소맥수입가격과 라면가격의 상관추이 ··························19

<그림 2-13> 원당수입가격과 설탕가격의 상관추이 ··························19

<그림 3-1> 밀가루의 충격반응함수 ··················································38

<그림 3-2> 국수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40

<그림 3-3> 국수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41

<그림 3-4> 식용유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43



- vi -

<그림 3-5> 설탕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48

<그림 3-6> 빵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49

<그림 3-7> 빵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50

<그림 4-1> 가격상승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발생 ··························61

<그림 4-2> 가격하락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발생 ··························62

<그림 4-3>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산업집중도 ··································66

<그림 4-4>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수요탄성치 ··································67

<그림 4-5>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비중-1 ···············70

<그림 4-6>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비중-2 ···············71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가공식품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재이자 필수

재이다. 가공식품 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GDP의 3.80%, 제조

업의 15.2%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그 중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가공식품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가 있다. 원료를 공급하는 국내외의 원료확보단계, 확보된 원료를

가공하는 제조 단계, 그리고 제조된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단계까지

가공식품은 유통단계별 시장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상품가격은 각

유통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만약 상품이 유통되기

까지 필요한 기타비용이 일정하고, 원료 가격의 변화만 있었다면 상

품가격은 원료 가격의 변화만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직관과 일치한

다. 이를 상품가격에 대하여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가격변화분이 ‘대칭

적으로 전이되었다’ 혹은 ‘가격의 대칭적 전이가 발생’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상품가격이 원료가격변화의 상승분만큼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 상품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의 비대칭적 전이’

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의 원료가격이 상승하였고,

산지의 상인은 가공식품업자에게 가격을 높여 납품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공식품업자는 원료가격이 상승했다는 명목을 앞세워 원료가

격 상승 변화분을 초과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부가한 금액을 유

통업자에 전가시킬 수 있다. 유통업자 또한 원료공정에서의 원가상승

이라는 명목아래, 전 유통단계에서 상승한 가격 변화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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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행연구에서 가격변화 충격의 전달크기와 속도가 유통단계

를 거치면서 다르게 전이된다고 보고되고 있다(Peltzman, 2000외 다

수). 이를 비대칭적 가격전이라 칭하는데 가공식품 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혹은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화분이 가공식

품가격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격 상승시와 하락시의 가격 전달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원자재 가격이 하락

(상승)했을 때에 가공식품가격이 원자재가격의 하락(상승)폭 보다 적

은(큰) 수준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산업집중도(과점 구조)에 의한 비대칭적 가격전이로서 시장구조의 불

완전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가공식품산업 내에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인만큼

소수 기업들에 의한 관련 업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2010년 말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 중에는 ‘라면,

커피, 설탕, 조미료’ 등 대표적인 가공식품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라면가격의 상승을 두고 비대칭성이 존재하느냐 존

재하지 않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1) 이때 가격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공식품시장의

시장구조를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함축성을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공식품가격에 내재될 수 있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전술된 국

내 유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유가 인상 등과 같

은 외부적 요인이 국내 가공식품산업과 외식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러한 여건 변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의 가공

1) “라면가격 10년간 담합해왔다”, 경향신문(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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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가공

식품산업의 경우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곡물가격이나

원당 가격, 유가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의 가격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석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향상에 따라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수요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가구나 독신 가구 증가와 같은 인

구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 식품과 같은 가공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핵가족 확산으로 가공식품

의 소비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외식 횟수와 1회당 지출 금액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소비의 변화, 식품시장의 비중 증대에 따라 식품산업

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공식품산업의 유통단계와

국제 원자재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가공식품의 실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협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대칭적 가격전이 유무를

검증하고, 구간탄력성 측정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분

석하였다. 이때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는 가공식품 품목의 공통

점을 분석해보고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원자재 수입가격과 가공식품 가격과의 연관

성 분석을 통하여 가공식품 산업과 물가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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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공식품의 핵심 원자재라 할 수 있는 소맥, 원당,

대두, 옥수수의 수입가격과 해당 원자재의 가공식품인 밀가루, 국수,

빵, 라면, 설탕, 두부, 식용유의 가격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

은 절차를 거쳐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증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원자재 수입가격과 가공식품가격의 자료는 시계열이므로 단

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의 안정화를 확인한 후, 공적분 검정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는지 살펴

본다.

둘째, 시계열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오차수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원자재가격의 수입가격과 가공식품가격사이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유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 해당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대칭 혹은 비대칭적인지는 F-검정을 통하

여 추정한다.

셋째, 추정된 회귀추정계수를 바탕으로 원자재 가격이 1% 변했을

때 나타나는 가공식품가격의 변화를 구간 탄성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출한다. 이때 계측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와 해당 가공식품

품목의 산업집중도, 수요 탄력성, 원자재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과

같은 여러 지수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원인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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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원자재 가격이나 요소가격의 변화에 대한 생산품 가격 변화의 관

계에 대해서는 원자재가격 변화의 가격전이효과의 크기, 비대칭성,

파급시차를 중심으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가 있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시계열분석을 포함한 계량모형과 산업연관모형이

많이 이용되었다. 가격전이효과의 비대칭성과 파급시차에 대해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 자기시차분포모형, 비대칭오차수정모형과 같은 계

량모형을 주로 이용하고, 식품가격의 물가파급효과 분석에는 산업연

관모형이 많이 이용되어온 것이 특징이다.

Houck(1977)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모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동

시충격 비대칭적 전이를 제시하였고 미국 우유시장에 동시충격 비대

칭적 전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Von Cramon-Taubadel(1994)는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에 공적

분기법을 도입하였고, Von Cramon-Taubadel(1998)에서 농산물의 가

격전이 시차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Ward(1982)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동시충격 비대칭적 전이, 분

배시차 비대칭적 전이, 누정충격 비대칭적 전이로 세분화하여 미국의

채소시장에서 발생되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채

소가격을 도매단계, 소매단계, FOB단계로 구분하여 비대칭적 가격전

이를 추정하였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도매가격과 소매가격간에 가

격 비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eltzman(2000)은 투입재 가격 변화에 대한 산출물 가격 반응의

비대칭성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서 생산품의 가격은 요소가격이 감

소할 때 보다 증가할 경우 더 빠르게 반응함을 보여주었다. 7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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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와 165개의 생산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음의 비용 충격보다 양의 비용 충격으로 인한 생산품의 가격 반응이

적어도 2배 이상 크며, 이 차이는 적어도 5-8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Chavas and Mehta(2004)는 버터시장에서 도소매가격의 가격전이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매가격의 반응이 단기 및 장기에 걸쳐

비대칭성을 드러낸 반면, 도매가격의 반응은 그에 비해 미미한 비대

칭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대칭 소매가격 형성의 원

인은 소매단계의 불완전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Mehta and Chavas(2008)는 농가, 도매, 소매 단계의 커피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여 소매단계에 있어서 비대칭 가격전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익노(2006), 공공요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한 김종구

(2009),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 이춘근

(2000) 등의 연구가 있음.

이익노(2006)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원화환율 하락이 국내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시차(교차)상관

분석모형 및 VAR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물가에 미친 파급효과의 시

차를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기초에너지(원유), 비철금속(동, 알루미늄,

니켈), 곡물(대두, 옥수수), 철강, 기타공업용 원자재(양모, 원면, 천연

고무) 등 5개 부문 총 22개의 품목의 가격 변화가 국내물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국

내물가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파급시차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

문에 VAR와 Cros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파급시차를 분석하였다.

곡물의 경우 다른 원자재와 달리 생산자물가보다 소비자물가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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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에

대한 물가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내 관련제품 가격변동 간에는 3개월 이내의 짧은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재원자재 가격변동이 관련제품 국내물가에 바로 반

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태훈(2009)는 주요 농산물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에서 주요

농산물 품목의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간에 발생되는 비대칭적 가

격전이를 분석하였다. 자기시차분배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수박, 단감, 양파, 참외, 시금치의 장기균형관계에서 양의 비대

칭적 전이가 발생하였으나 오이는 장단기적 모든 경로에서 가격전이

가 대칭적 형태를 나타냄을 분석하였다.

심춘수(2009)는 한국 축산물 시장에 주요품목이라 할 수 있는 쇠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전달의 비대칭성을

파악하였다. 돼지고기 시장은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에 비대칭적 전이

가 존재하였고, 쇠고기 시장에서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사이에 가격

비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광, 김태훈(2010)은 고추, 마늘, 양파 등 대표적인 양념채소를 대상

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고 마늘에 국한되어 음의 비대칭성이 검증됨을 분석하였다.

오선아, 허은녕(2007)은 국제원유가격(두바이유 가격, 국제제품가

격) 변동에 따른 국내석유제품가격(휘발유, 등유, 경유)의 비대칭분석

을 시행하였다. 국제 제품가격, 두바이유가격은 휘발유, 등유에 대해

양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나 경유에 대해선 음의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김성훈 외(2009)은 외생시차분포모형을 통해 국내 가공식품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분석함. 해운 및 항만산업의 비용 변동이 물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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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김진웅, 김종호(2009)은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통해 국제유가 상

승 혹은 하락충격에 대한 국내 휘발유 가격의 반응함수를 비교함으

로써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국제

원유가 변동에 대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반응한 반면

국제 휘발유 상품가격에 변동에 대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자료의 주

기에 관계없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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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다. 제 2장에서는

수입원자재의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과의 현황분석을 통해 지난 10년

간 각 품목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다루게 될 오차수정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에 대해 서술함과 동

시에 분석자료인 시계열 데이터(원자재 수입가격,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여 오차수

정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모형에 적용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도출한 뒤,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유무, 크기에 대해 논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계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가공식품 품목시장을 대표

하는 지수인 산업집중도, 수요탄성치, 원자재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

중 등과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본 후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가공식품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논

의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도출된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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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입원자재 및 가공식품가격 변동추이

제 1 절 수입 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본 절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011년 8월까지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주요 원자재인 소맥, 원당, 대두,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대두의 평균수입가격은 2001년과 2002년에는 약 5%의 가격상승

률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에 들어서는 약 20% 정도 상승하

였다. 2005년에 들어 대두평균 수입가격은 약 29만 8천원으로 2004년

톤당 약 40만원이었던 대두수입가격이 소폭 감소하였다. 2007년과

2008년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시기임을 반증하

듯 대두평균 수입가격도 각각 45.8%, 60.7% 상승하였다. 2009년 이

후 대두수입가는 소폭의 가격하락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55만원∼

65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대두의 평균수입가격

단위: 천원, %

자료: 무역협회
사료용 대두박을 제외한 대두의 수입량은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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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보았을 때 2002년과 2003년 약 150만톤을 수입한 것이 최대 수

입량이었다. 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09년 수입량이 약 124만톤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대두의 연간수입량

단위: 천톤, %

자료: 무역협회 

소맥수입가격은 옥수수 수입가격과 마찬가지로 2001년붜 2006년

까지는 19만원에서 23만원 사이에 가격이 책정되었으나 2007년, 2008

년엔 각각 전년대비 65.8%, 42.7% 상승하여 약 32만원, 46만원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은 특히 10년간 집계된 연평균 소맥수입가격의 최

고가를 경신한 해이며, 소맥 또한 곡물가격상승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소맥수입가격이 30% 대폭

하락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약 38만원대로 접어들었다

(<그림 2-3>참조)

소맥의 연간 수입량의 주요 특징은 2005년 수입량의 소폭 상승을

제외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 수입량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

이다. 그 이후 소맥 수입량은 2008년 274만 톤에서 2009년 387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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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 41% 증가했다. 그 이후 에도 소맥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2011년에는 470여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그림 2-4>참조)

<그림 2-3> 소맥의 평균수입가격

단위: 천원, %

자료: 무역협회

<그림 2-4> 소맥의 연간수입량

단위: 천톤, %

자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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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은 2002년과 2005년 사이 평균수입가격이 약 25만원∼27만원

사이에 책정되었으나 2006년에는 36만원으로 상승하였다. 대두, 소맥

등은 국제곡물가격상승여파로 2007년과 2008년 두해에 일제히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2009년 이후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원당은 특

이하게 2007년에 오히려 수입가격이 20% 하락하였고, 2008년에만 약

30%가 올랐다. 그 이후 2009년∼2010년까지 원당가격은 매해 약 30%

이상 올라 2011년에는 톤당 약 80만원이 되었다(<그림 2-5>참조)

<그림 2-5> 원당의 평균수입가격

단위: 천원, %

자료: 무역협회

원당의 수입량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5년간

수입량이 약 10만톤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과 2007년

두해는 원당 수입량이 비교적 감소하여 140만여톤에 그쳤다. 2008년

이 되어 수입량이 160만톤으로 상승하여 2011년까지 등락을 소폭 반

복하고 있다(<그림 2-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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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원당의 연간수입량

단위: 천톤, %

자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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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료수입가격과 가공식품가격 변동추이

대두를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품목인 식용유와 두부의 소비자 물

가지수(2005년=100) 변동추이는 <그림 2-7>, <그림 2-8>과 같다.

두부가격의 경우 2004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가

격과 더불어 거의 변동이 없으나 2007년부터 대두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두부가격의 상승이 있었다. 식용유의 경우 가격을 나타내는 물

가지수가 2011년에 이르러 16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2008년 10월

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2년간 식용유의 물가지수가 두부의 물가지

수보다 약 20정도 높았으나 2011년 7월에 두 가공식품의 물가가 비

슷한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2-7> 대두수입가격과 두부가격의 상관추이

단위: 천원, 2005=100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 16 -

<그림 2-8> 대두수입가격과 식용유가격의 상관추이

단위: 천원, 2005=100

자료: 통계청

밀가루의 경우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약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100%상승하였다. 이는 2007년 원료인 소맥수입가격의 급등세와 맞

물린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만 2008년 초부터 2010년 중반까지는 소

맥수입가격의 하락세보다 국수가격의 하락세가 더 낮아 밀가루에 대한

소비자 체감물가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9> 참조).

소맥수입가격과 국수가격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두 품목의 가격

변동추이가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으나, 2008년에 들어 소맥수입가격의

전년대비 약 100% 급등함에 따라 국수가격도 상승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맥수입가격은 2008년 초에 최고가격을 경신한 후에는 2009년 중

반까지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국수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2008년 초반의

최고가격이 2009년 중반까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9>,

<그림 2-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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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소맥수입가격과 밀가루 가격의 상관추이

단위: 천원, 2005=100

자료: 통계청

<그림 2-10> 소맥수입가격과 국수가격의 상관추이

단위: 천원, 2005=100

자료: 통계청

한편 소맥수입가격과 빵가격은 전술된 소맥수입가격과 국수가격의

변동추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초부터 2007년까지는

중반까지 소맥수입가격과 빵가격의 변동추이가 큰 등락을 보이지 않

는다. 하지만 2007년 중반부터 소맥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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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도 상승하게 된다. 그 이후 소맥수입가격이 2010년 중반까지 소맥

수입가격의 급등 전 가격수준으로 하락했으나, 빵가격은 하락하지 않

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11>참조)

<그림 2-11> 소맥수입가격과 빵가격의 상관추이

단위: 천원, 2005=100

자료: 통계청

소맥수입가격과 라면가격의 최근 10여년간의 변동추이는 국수, 빵

가격과 마찬가지로 2007년 중반 소맥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변동

추이의 패턴이 달라진다. 2000년 초부터 2007년까지 라면가격의 변동

폭은 매우 낮으며 이는 소맥수입가격의 낮은 변동성을 반영한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중반부터 소맥수입가격이 상

승함에 따라 라면가격도 급등하게 되며, 2010년 중반까지 소맥수입가

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라면가격은 2007년 중반의 최고가격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그림 2-12>참조)

다음 아래 <그림 2-13>은 원당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품목인

설탕의 소비자 물가지수(2005년=100)의 변동추이이다. 설탕은 2000년

부터 2005년까지 등락의 폭이 20미만으로 작지만, 20005년을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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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설탕의 소비

자 물가지수가 2005년에 비추어 약 10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소맥수입가격과 라면가격의 상관추이

단위: 천원, 2005=100

자료: 통계청

<그림 2-13> 원당수입가격과 설탕가격의 상관추이

단위: 천원, 2005=100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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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원재료별비중

제빵 밀가루 30.0

라면 밀가루 59.5

대두유 대두 100.0

설탕 원당 100.0

밀가루 소맥 100.0

두부 대두 100.0

제 3 절 가공식품 원재료 비중

가공식품가격과 원재료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가격전이

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해당가공식품의 원재료의 원가 비

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공식품의 원재료의 원가비중이 낮

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원재료 가

격변동에 의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아닌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 발

생되는 비용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공식품에서의 원재료가 차지하는 원가금액 비중은 전반적으로

40∼60% 수준이다. 원재료가 차지하는 원가금액비중이 높은 것은 공

급충격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을 배제했을 때, 원재료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 구성

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빵과 라면의 공통 원재료인 밀가루의 구

성비가 각각 약 30%, 약 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대두유,

설탕, 두부 등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에서는 원재료 비중이 약

100%로 특히 높게 나타난다.2)

<표 2-1>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원재료의 구성비

단위: %

자료: 이용선 (2011),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2) 이용선 (2011),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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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실증분석

제 1 절 분석자료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크게 수입원자재와 국내가공식품가

격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입원자재 대두, 소

맥, 원당이며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가격이다. 본 분석에서는 환율

효과가 반영된 수입가격(원/톤)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수입주체가

체감하는 실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가공식품가격으로 사용할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

는 가공식품가격(2005=100)이며 분석에 사용될 국내 가공식품 품목

으로는 두부, 라면, 국수, 빵, 밀가루, 식용유, 설탕이다. 여기서 가공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가공식품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 설탕 또

한 품목으로 추가 하여 보다 상세한 품목간의 상관분석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품목에 선정기준으로는 일차적으로 김난도 외(2009)에서

사용한 가공식품분류를 참조하였으며, 이 중 생활가격 품목에 해당되

고 대두, 소맥, 원당을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7개를 <표 3-1>와 같

이 선정하였고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3-2>와 같다.

 

<표 3-1> 가공식품 선정품목

가공식품

원자재
두부 라면 국수 빵 밀가루 식용유 설탕

대두 ◯ ◯

소맥 ◯ ◯ ◯ ◯

원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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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분석자료 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단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소맥 천원/MT 264202.7 98380.17 140817.6

원당 천원/MT 372983.3 181610.3 163995

옥수수 천원/MT 214050.7 83239.96 115315.2

대두 천원/MT 397981.4 149638.1 227304

두부 2005=100 105.9557 17.86629 88.321

식용유 2005=100 104.103 26.80772 69.676

라면 2005=100 100.5408 17.547 74.906

국수 2005=100 114.2772 33.51759 77.021

빵 2005=100 106.0945 12.28684 93.426

밀가루 2005=100 110.7615 36.07733 66.769

설탕 2005=100 116.5258 22.86314 9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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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1. 벡터자기회귀모형3)(Vector Autoregressive Model)

벡터자기회귀모형(이하 VAR모형)은 시계열 분석과 회귀분석의

특징이 모두 반영된 모형으로서 변수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다변수 시계열 모형이다. 예를 들어, 2개

의 시계열 변수인  , 를 바탕으로 한 동적인 관계를 일반화 하면

다음 아래와 같은 방정식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의 식(1)에 있는 각 식은 자신의 시차와 다른 변수의 시차의 조

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위의 식에서 최대 시차는 1차이므로 VAR(1)

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변수 y, x가 안정적인 I(0)변수인 경우 각

식에 최소제곱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I(1) 변수

이며 공적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다음 아래 식 (2)처럼 1차 차

분하여 추정하게 된다.

∆   ∆   ∆   
∆

∆   ∆   ∆   
∆

(2)

식(2)의 형태로 각 변수를 1차 차분하였을 경우 변수들은 I(0)의

안정적인 변수가 된다. 이렇듯 VAR모형은 변수사이의 안정성이 뒷

받침 되어져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단일 시계열 분석에

서 AR 모형이 주로 이용되는 것과 같이 여러 형태의 벡터 시계열모

3) R. Carter Hill, William E. Griffiths, Guay C. Lim 공저/이병락 역(2010) 「계량경

제학」, 시그마프레스 참고 및 재인용



- 24 -

         
     

       
    


     

       
      

 
     

       
      

(3)
  

     
       

    


     

        
      

 
     

        
      

형 중에서 추정이 용이하며 변수 사이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다만 비대칭오차수정모형과 다른점은 변수사이에 공적

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만약 변수들이 안

정화(stationary)되었는지 여부를 검정했을 때 non-stationary임이 판

명되었을 때 차분화된 변수의 안정화여부를 확인하여 공적분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 이때 공적분관계가 성립된다면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해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AR모형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설명하면, 다음 식(3)과 같다. 식(3)은

n개의 변수로 구성된 벡터 에 대한 VAR모형임과 동시에 ×개

의 설명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이기도 하다. OLS를 적용하여 회귀계

수 추정 및 가설 검정이 시행가능하다. VAR모형에서의 적정차수 설

정은 4)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5)BIC(Schwarz Bayesian

Criterion)를 최소화 시켜주는 시차를 적용한다.

4) AIC(p)=log  

 , (=변수개수, T=관측치수,  =분산 공분산 행렬에 추정치

5) BIC(p)=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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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차수정모형

오차수정모형6)(이하 VEC)은 Engle과 Granger(1987)가 처음 개발

했으며 이 모형의 목적은 잔차항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여 공적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VEC모형은 공적분관계가 성립하는 I(1)

변수들에 대한 VAR의 변형된 형태이며 기본 모형은 다음 아래 식

(5)와 같으며 식 (4)을 전개하면 식(5)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              

∆              
(4)

              


              


(5)

식(5)를 식(1)과 비교했을 때 VEC 모형은 각각 I(1) 변수인  ,

가 자기시차변수와 다른시차변수와 연계되어지는 VAR 모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식(4)의 추정계수인  , 은 오차수정계수라고 불

리며, 이 계수는 ∆ , ∆에 공적분한 오차항인   에 어느정도 반

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오차를 수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안정성이 확보

되도록 -1 , 가     ≤  ,  ≤   과 같이 부가된 조건이

6) R. Carter Hill, William E. Griffiths, Guay C. Lim 공저/이병락 역(2010) 「계량경

제학」, 시그마프레스 참고 및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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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  
 




∆   

  




∆   ∆   (7)

  ∆   
 ∆    
 ∆    
∆  

  (8)

다. VEC모형은 오차수정부분이 변화의 속도뿐만 아니라 공적분 된

변수사이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오차수정모형의 추정법에 관하여 여러 계량경제학적 추정법

이 존재한다. 이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소제곱 절차를 시행하는 것

이며 이는 다음 식(6)의 순서를 따른다.

여기서 ∆∆  은 안정된 변수이며, 표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모두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오차수정모형은

Granger & Lee(1989)에 의해 비대칭모형으로 확장되었으며 설명변

수의 상승(+), 하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요특징이다. 일반적인 비

대칭 오차수정모형은 다음 아래의 식(7)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은 공적분의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기

회귀모형에서 발생되는 허구적 회귀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 (0)에서 ∆  는 공적분회귀방정식에도 도출한 오차수정항

으로 식 (0)이 장기균형상태로 가게 하는 조정경로의 역할을 한다.

식(0)에 언급된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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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10)

    ∆ 
  




∆  ∆   (11)

3. 실증분석모형

이에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의 가공식품

가격 상승 정도가 원자재 가격 하락 시기의 가공식품 가격 하락의

크기보다 작다는 기존의 연구결과(Peltzman, 2000)를 기초로 하여 원

자재와 가공식품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정하고자 Houck(1977)의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적용한다.

국내 원자재 수입가격()과 국내 가공식품가격()간에 다음

아래 식 (9)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함에서 출발한다.

식 (9)은 주어진 품목의 국내 원자재 수입가격()이 변화할 때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t기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표시한

다. 이러한 영향을 t 시점부터 t+n 시점까지 총 n+1 기간으로 연장하

여 일반화하면 식 (9)은 다음의 식 (10)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10)를 국내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표

현하면 다음의 식 (11)과 같다.

한편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국내 원자재 수입가격과 장기적인 관

점에서 회귀함을 고려하여 식 (9)로부터 도출한 오차수정항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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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 
  




∆   ∆   

  



∆  
  

  (13)

(11)에 추가하면 다음의 식 (12)와 같다.

위 식 (12)에서 오차항 가 백색 잡음(white noise)이 됨을 확인하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고려하여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차분변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면 최종 모형은 다음의 식 (1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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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시차

설탕가격 원당수입가 7

밀가루가격 소맥수입가 7

빵가격 소맥수입가 7

국수 소맥수입가 7

라면 소맥수입가 6

두부 대두수입가 2

식용유 대두수입가 2

4. 시차분석

각 품목당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되는 시차는 각기 다르다. 따

라서 각 품목별로 VAR(vector Autoregression Model)모형을 설정한

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n), BIC(Bayes information

criterion),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과 같은 정보기준의

지수를 비교하여 최적의 시차를 선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IC

의 기준으로 적정시차를 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원당수입가격은 설탕가격에 대해 7개월의 시차가 선정되었고 소맥

수입가를 독립변수로 둔 밀가루가격, 빵가격, 국수가격, 라면가격은 6

개월의 시차를 둔 라면을 제외하고 전 품목 모두기 7개월의 시차가 적

용되어 VAR모형을 구성하였다. 한편 대두수입가격은 두부와 식용유에

대하여 모두 2개월의 시차가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시차를 적

용하여 공적분관계를 검정하여 장기회귀관계임을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비대칭오차수정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할 것이다.

<표 3-3> 적정시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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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5.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검정

1) 단위근 검정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시계열인 경우, 반드시 해당 시계열 데

이터가 정상적(stationary)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계열의 추

세가 확률적 추세인 경우 시계열데이터는 비정상적(non-stationary)

이나 차분을 통해 확률적 추세를 제거할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가

확률적 추세가 제거되었다면 이 시계열은 단위근을 갖는다고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비대칭오차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은 1차

차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는 모형이므로 차분 시계열이 정상적

일 확률이 매우 높으나 이를 확인하고자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시행한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단위근 검정은 디키풀러 검정

(이하 Dickey-Fuller 검정)이 있으며 상수항이 없는 경우, 추세가 있

는 경우, 상수항도 없고 추세도 없는 경우로 모형을 세분화하여 검정

하고자 한다.

Dickey-Fuller 검정은 상수항이 없고 추세가 없는 경우, 상수항은

있지만 추세가 없는 경우, 상수항이 있고 추세가 있는 경우 등 총 3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단위근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의 기본

절차는 AR(1)모형인 식(14)에서 출발하며 식(15)와 같은 절차를 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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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평균이 0이며 일정한 분산을 갖는 오차를 의미한다.

시계열이 비정상적이라는 귀무가설인     or 을 기각한다

면 시계열은 정상적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표 3-4>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변수명
t-statistics

(1) (2) (3)

원당수입 -7.149*** -7.049*** -7.163***

소맥수입 -7.677*** -7.692*** -7.703***

옥수수수입 -8.822*** -8.735*** -8.814***

대두수입 -7.605*** -7.566*** -7.623***

두부 -8.034*** -7.329*** -7.761***

대두유 -8.596*** -7.812*** -8.471***

라면 -7.891*** -7.489*** -7.91***

밀가루 -7.897*** -7.838*** -7.925***

빵 -7.186*** -6.186*** -6.727***

설탕 -7.82*** -6.827*** -7.287***

국수 -7.684*** -7.47*** -7.636***

주 1) *** p<0.01; **p<0.5; * p<0.1

주 2) (1)은 상수항이 없고 추세가 없는 경우, (2)는 상수항은 있지만 추세가 없는 경우,

(3) 상수항이 있고 추세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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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분 검정7)

시계열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각각 단위근을 갖고 있

을 때 이들의 차분을 다음 아래 식(16)과 같이 나타낸다.

   (16)

이때 는 단위근으로 이루어진 선형의 결합관계에서 도출된 변

수이기 때문에 단위근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가 정상시계

열이 되는 특수한 경우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는 공적분되었다(cointegrated)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시계열의 차분이 정상적이므로 이 두 변수의 확률적 추세가

같게 된다.

공적분 분석은 벡터시계열을 이루고 있는 단위근의 비정상 성분

계열을 선형변환을 통하여 정상화시키고, 이때 발생되는 조합효과와

성분계열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성분계열이 갖는 공통의 추세를 밝히

는 분석이다.

공적분 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Engle-Granger의 방법이

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떤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었느냐에 따라 검정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

법 중의 하나로 요한슨(Johansen)의 검정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모든 변수를 방정식의 내생변수로 두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종속변수

를 결정해야 하는 Engle-Granger의 검정방법의 약점을 보완해준다.

VAR 모형에 포함된 n개의 변수들 사이에 r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

한다는 가설에 대한 검정과 검정 통계량(Trace statistics)은 다음 아

래와 같다.

7) 김해경, 이명숙(2005), 「경제 및 금융자료를 위한 시계열 분석」참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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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rank trace statistics 5% critical value

소맥가격

밀가루가격

0 7.5569* 15.41

1 1.3548 3.76

소맥가격

라면가격

0 19.0321 15.41

1 1.3369* 3.76

소맥가격

국수가격

0 16.5322 15.41

1 0.1477* 3.76

소맥가격

빵가격

0 19.0528 15.41

1 2.0569* 3.76

대두가격

두부가격

0 11.4950* 15.41

1 0.0008 3.76

대두가격

식용유가격

0 11.5304* 15.41

1 0.0740 3.76

원당가격

설탕가격

0 18.0788 15.41

1 0.7878* 3.76

  ≤
  ≥

(17)

 
   



ln (18)

여기서 : I번째로 큰 정규상관계수

식(18)에 의거하여 요한슨 공적분 검정을 시행한 결과, 요한슨

공적분 검정에서 변수사이에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여 공적분여부가 판명된 품목은 원당과 설탕, 소맥과 빵,

소맥과 라면, 소맥과 국수, 옥수수와 빵이며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한편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품목인 소맥과

밀가루, 대두와 식용유, 대두와 두부에 한해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하도록 한다.

<표 3-5> 요한슨 공적분 검정  

주 1) *** p<0.01;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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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밀가루 국수 두부 식용유


0.773*** 0.788*** 1.049*** 0.804***

(.089) (.088) -(.04) (.00)


-0.036 0.174 -0.04 0.195**

(.108) (.112) (.002) (.021)


0.151 0.07 - -

(.11) (.112) - -


-0.096** -0.255** - -

(.113) (.114) - -


0.293 0.116 - -

(.115) (.118) - -


-0.096 0.08 - -

(.114) (.12) - -


-0.045 0.003 - -

(.08) (.078) - -


 0.04 -0.005 0.002 0.003

(.026) (.024) -(.003) (.835)


 0.101*** 0.022 -0.003 0.014

(.027) (.024) (.04) (.332)

제 3 절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추정결과

1.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결과

<표 3-6>은 원자재수입가격이 가공식품가격에 영향을 주는 관계

일 때,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품목은 밀가루가격과 소맥수입가

격, 국수가격과 소맥수입가격, 두부가격과 대두수입가격, 식용유가격

과 대두수입가격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은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이 아닌

VAR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다.

<표 3-6>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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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밀가루 국수 두부 식용유


 0.014 0.073*** 0.04*** 0.029**

(.03) (.025) (.016) (.038)


 0.055* 0.037 - -

(.03) (.028) - -


 0.072** -0.057** - -

(.03) (.029) - -


 0.092*** -0.008 - -

(.031) (.028) - -


 0.087*** 0.075*** - -

(.032) (.028) - -


 -0.018 0.043 - -

(.033) (.029) - -


 -0.022 -0.07* 0.016* 0.01

(.042) (.036) (.011) (.409)


 0.003 -0.155*** 0.011 -0.019*

(.042) (.036) -(.009) (.099)


 0.063 -0.064* -0.009 -0.005

(.04) (.038) (829.) (.698)


 -0.047 0.03 - -

(.041) (.037) - -


 -0.044 0.097*** - -

(.042) (.037) - -


 0.029 0.048 - -

(.041) (.036) - -


 0.061 0.052 - -

(.04) (.035) - -


 0.035 0.021 - -

(.04) (.035) - -

상수
3.913** 1.867 -0.829 0.197

(1.642) (1.304) (1.023) (.823)

  0.9882 0.9898 0.9888 0.9910

주 1) *** p<0.01; **p<0.5; * p<0.1

주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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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에서 밀가루, 국수, 두부, 식용유에 대해 추정된 VAR모

형의 결정 계수값이 각각 0.9882, 0.9898, 0.9888, 0.9910으로 추정모형

에서 설정한 품목별 수입가격에서 가공식품가격까지의 비대칭적 전

이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에 대한 검정결과

Chi2-Test 밀가루 국수 두부 식용유



=
 chi2(1)=1.15 chi2(1)=1.58 chi2(1)=0.80 chi2(1)=0.12

P>chi2 =0.2825 P>chi2 =0.209 P>chi2 =0.3707 P>chi2 =0.7306



=
 chi2(1)=2.82 chi2(1)=12.00 chi2(1)=0.84 chi2(1)=2.40

P>chi2=0.0932 P>chi2=0.0005 P>chi2=0.3588 P>chi2=0.1215



=
 chi2(1)=0.68 chi2(1)=6.36 chi2(1)=8.92 chi2(1)=2.29

P>chi2=0.4098 P>chi2 =0.0116 P>chi2=0.0028 P>chi2 =0.1305



=
 chi2(1)=2.81 chi2(1)=0.01 - -

P>chi2 =0.0938 P>chi2 =0.9054 - -



=
 chi2(1)=3.57 chi2(1)=7.14 - -

P>chi2 =0.0588 P>chi2 =0.0076 - -



=
 chi2(1)=1.10 chi2(1)=1.04 - -

P>chi2=0.2954 P>chi2=0.3078 - -



=
 chi2(1)=0.18 chi2(1)=0.17 - -

P>chi2 =0.6705 P>chi2 =0.6781 - -



=
 chi2(1)=0.77 chi2(1)=0.16 - -

P>chi2 =0.3795 P>chi2 =0.6851 - -


  




 

  






chi2(1)=9.55 chi2(1)=7.75 chi2(1)=1.06 chi2(1)=4.37

P>chi2=0.0020 P>chi2=0.0020 P>chi2=0.3040 P>chi2=0.0365

주 1) 음영은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시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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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는 밀가루에 대한 벡터자기회기분석 모형을 이용한 비

대칭적 가격전이모형 추정결과에서 소맥수입가격이 밀가루가격에 영

향을 주는 관계일 때 VAR모형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소맥수입가격

으로부터 밀가루가격으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설명하기위한 추정

회귀계수 중 유의하게 추정된 시차는 1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

개월이다. 이 시차에서 소맥수입가격 상승기 때의 계수인 
(0.101),


(0.055), 

(0.072), 
(0.092), 

(0.087)은 하락기 때의 계수인 


(0.003), 
(-0.047), 

(-0.044), 
(0.029), 

(0.061)보다 큰 값을 나타

내어 단순비교가 가능하지만, 통계적으로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정

할 필요가 있다.

밀가루에 대한 검정 결과,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없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하는 시차는 1개월, 3개월, 4개월, 누적시차로 나타났다. 1,

3, 4개월의 시차에서 가격비대칭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카이스

퀘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10%에서 상승기와 하락기의 추

정계수가 같다는 귀무가설8)을 기각하였다. 또한 상승기의 계수에서

하락기의 계수의 차이 값인 


의 부호가 값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므로 1, 3,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양의 가격비대칭성이 발생한

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누적시차(7개월)에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승기와 하락기의 모든 추정계수를 각각 합

한 뒤, 상승기의 누적 계수값과 하락기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다른

지 여부를 추정해야 한다. 추정결과, 비대칭성이 없다는 귀무가설9)을

기각하며 상승기의 누적 계수값과 하락기의 누적 계수값의 차이인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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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므로 소맥수입가격은 밀가루에

대해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표 3-7> 참조)

<그림 3-1> 밀가루의 충격반응함수

<그림 3-1>은 추정된 소맥수입가격과 밀가루가격사이에 형성된

VAR모형을 바탕으로 추정된 충격반응함수10)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소맥수입가격에 발생한 충격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밀가루 가

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기와 하락기 때 어떻게 달라지는 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소맥수입가격의 하락기와 상

승기 때의 1개월의 시차충격이 총 15개월에 거쳐 밀가루가격에 어떠

한 반응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약 5개월의 시차에서 소맥수입가

격이 상승시 밀가루 가격의 끼치는 영향이 약 1.5인 것에 반해 소맥

수입가격이 하락시 밀가루 가격의 반응이 약 0.5 수준이다.

10) 충격반응함수는 충격이 변수의 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충격반응함수를 검토할 

경우, VAR모형에서의 계수 추정치 추정뿐만 아니라 두 변수의 상호 의존도를 고려하여 충격

이 사라지는 비율과 시점, 그리고 충격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점검할 수 있다. 김해경, 이명

숙(2005), 「경제 및 금융자료를 위한 시계열 분석」참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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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에 대한 VAR모형을 이용한 비대칭적 가격전이모형 추정결과

에서 소맥수입가격으로부터 국수가격으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설

명하는 회귀계수 중 유의하게 추정된 시차는 상승기 때 2개월, 4개

월, 6개월이며 하락기 때는 당기, 1개월, 2개월, 4개월이다. 4개월의

시차를 제외한 당기,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의 시차에서 소맥수

입가격 상승기 때의 계수인 
(-0.005), 

(0.022), 
(0.073), 



(0.075)는 하락기 때의 계수인 
(-0.07), 

(-0.155), 
(-0.064), 

의

추정값과 비교할 때 비교적 큰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양과 음의 비대

칭적 가격전이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해야 한다(<표 3-6> 참조)

<표 3-7>에서 국수에 대한 검정 결과,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시차는 1개월, 2개월, 4개월, 누적시차로

나타났다. 해당 시차에서 국수와 소맥수입가격간에 비대칭적 가격전

이가 없다는 귀무가설11)을 설정한 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추정결

과 1%의 유의수준을 바탕으로 1개월, 2개월, 4개월, 누적시차(7개월)

에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비대칭성의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차에서 상승기 때 추정계수에서 하락기 때 추

정계수의 차이 값인 


를 계측한 결과 1개월, 2개월, 누적시차에

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4개월에서는 음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는 충격반응함수의 그림이며 소맥수입가격과 국수가

격사이에 형성된 VAR모형을 바탕으로 추정되었다. 왼쪽의 그림은

소맥수입가격이 하락했을 때 국수가격에 반영되는 충격을 15개월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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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를 두고 계측한 것이며, 오른쪽의 그림은 소맥수입가격이 상승했

을 때 국수가격에 반영되는 충격을 동일시차로 두고 나타낸 것이다.

소맥수입가격의 하락기 때, 밀가루가격이 약 1개월의 시차에서 -1.2

만큼 반응하였으나 약 5개월의 시차에서 0.5만큼 상승한 뒤 다시 원

래의 가격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소맥수입가격의 상

승기 때에는 약 2개월의 시차에서 밀가루가격이 1.2만큼 반응하고 있

으며 약 6개월의 시차에서 재차 약 1.2 정도의 상승한 후, 충격이 소

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 국수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두부에 대한 VAR모형을 이용한 비대칭적 가격전이모형 추정결과

에서 소맥수입가격으로부터 두부가격으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나

타내는 회귀추정계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차의 계수는 
(0.016),


(0.04)이다. 유의하게 추정된 시차의 계수일지라도 상승기와 하락기

로 구분했을 때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통계적으로

검정을 해야 알 수 있다(<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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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에서 두부가격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전이 여부를 검

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계수의 유의여부와 개별적으로 모든 시차에서

적용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수준 1%에서 두부가격과 대두수입가

격이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없다는 귀무가설12)

을 기각하였다. 또한 해당 시차에의 비대칭성의 부호를 확인하기 위

해 


를 계측한 결과 2개월의 시차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3>은 대두수입가격과 두부가격사이에 형성된 VAR모형

을 바탕으로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두수입가

격의 하락기 때 발생한 충격이 약 1개월에서 0.1 만큼 두부가격에 반

영되었고 그 이후 대두수입가격의 충격이 소멸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두수입가격의 상승기 때에는 대두수입가격상승의 충격이 2개

월의 시차에서부터 발생하여 두부가격의 반응이 약 0.6정도 상승하였

으며 약 5개월부터 대두 수입가격의 상승충격이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국수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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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모형을 이용하여 식용유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전이모형을

추정결과 대두수입가격으로부터 식용유가격으로의 비대칭적 가격전

이를 나타내는 계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차의 계수는 


(-0.019), 
(0.029)이다. 해당 시차인 1개월과 2개월을 포함하여 유의

하지 않은 계수가 추정된 나머지 시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정으로 추정하였다(<표 3-6> 참조)

<표 3-7>는 식용유가격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전이 여부를 카이

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누적시차(2개월)에서 카이스퀘

어 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식용유가격과 대두수입가격이 비대

칭적 가격전이가 없다는 귀무가설13)을 기각하였다. 다음의 식


  






  




를 계측하여 누적시차에서 발생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부호를 판별한 결과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증되었다.

대두수입가격과 식용유가격사이에 설정된 VAR모형을 기본으로 추

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3-4>와 같다. 식용유가

격은 대두수입가격의 상승기 때 발생한 충격이 약 1개월의 시차에서

-0.4 정도 였으며 10개월의 시차에서 가격상승충격이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두수입가격의 하락기 때 발생한 충격은 약 2

개월의 시차에서 0.3정도였으며 3개월의 시차에서 그 충격이 상쇄되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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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식용유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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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설탕 빵 라면


0.1 1.128 -0.028

(.089) (.071) (.093)


0.011 -0.144* -0.011

(.094) (.085) (.092)


0.082 -0.248*** -0.031

(.091) (.086) (.088)


0.169* -0.108 0.02

(.092) (.083) (.087)


-0.054 0.389*** 0.018

(.096) (.08) (.09)


-0.059 -0.08 -

(.098) (.084) -


- - -

- - -


 0.013 -0.009* -0.009

(.013) (.005) (.01)


 0.02 -0.006 -0.006

(.013) (.006) (.01)


 -0.008 0 0.014

(.012) (.006) (.011)

2.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표 3-8>는 원자재수입가격이 가공식품가격에 영향을 주는 관계

일 때,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품목에 한해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된 추정결과이다. 공적분 관계에 있던 품목은 원당수입

가격과 설탕, 소맥수입가격과 빵, 소맥수입가격과 라면이 있다. 해당

품목은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였고, 추정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다.

<표 3-8> 비대칭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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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설탕 빵 라면


 0.029** 0.032*** 0.03***

(.012) (.011) (.011)


 -0.024* 0.005 -0.008

(.013) (.007) (.011)


 0.006 0.002 -0.003

(.013) (.007) (.011)


 0.005 0.044*** -

(.013) (.006) -


 -0.036** -0.015* -0.026*

(.015) (.008) (.015)


 -0.031** -0.013 -0.013

(.015) (.008) (.014)


 0.012 0.003 -0.009

(.015) (.008) (.014)


 0.017 0.018 0.003

(.016) (.012) (.014)


 0.059*** 0.015* 0.026*

(.015) (.008) (.014)


 0.001 0.016** 0.025*

(.016) (.007) (.014)


 -0.076 -0.004 -

(.017) (.008) -


-0.087*** 0.149* -0.023**

(.022) (.078) (.011)

상수
-0.254 -0.046 0.221

(.319) (.106) (.197)

  0.4688 0.6184 0.6815

주 1) *** p<0.01; **p<0.5; * p<0.1

주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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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검정 설탕 빵 라면



=
 F(1,112)=4.36 F(1,112)=0.22 F(1,112)=0.68

P>F=0.0392 P>F=0.6394 P>F=0.4098



=
 F(1,112)=4.96 F(1,112) = 0.38 F(1,116)=0.10

P>F=0.0280 P>F=0.5381 P>F=0.7542



=
 F(1,112)=0.75 F(1,112)=0.07 F(1,116)=1.27

P>F=0.3872 P>F=0.7945 P>F=0.2616



=
 F(1,112)=0.30 F(1,112)=1.37 F(1,116)=1.69

P>F=0.5858 P>F=0.2442 P>F=0.1967



=
 F(1,112)=13.25 F(1,112)=0.64 F(1,116)=2.51

P>F=0.0004 P>F=0.4266 P>F=0.1160



=
 F(1,112)=0.04 F(1,112)=1.45 F(1,116)=1.65

P>F=0.8446 P>F=0.2319 P>F=0.2020



=
 F(1,112)=10.41 F(1,112)=16.22 -

P>F=0.0016 P>F=0.0001 -


  




 

  






F(1,112)=6.77 F(1,112)=12.98 F(1,116)=0.41

P>F=0.0105 P>F=0.0005 P>F=0.5210

<표 3-8>에서 설탕, 빵, 라면에 대해 추정된 비대칭오차수정모

형의 결정 계수값이 각각 0.4688, 0.6184, 0.6815으로 추정모형에서 설

정한 품목별 수입가격에서 가공식품가격까지의 비대칭적 전이를 비

교적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에 대한 F검정결과

주 1) 음영은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시차를 나타냄.

<표 3-8>는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을 추정한 결과로, 원당수입가격이 설탕가격에 영향을 주는 관계

일 때 실증분석 결과이다. 원당수입가격으로부터 설탕가격으로의 비

대칭적 가격전이모형 추정결과에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의 시차는

상승기 때, 3개월, 4개월이며 하락기 때, 당기, 1개월, 4개월과 같다.

<표 3-9>는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한 시차를

알아보고, 계수값의 비교를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부호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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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검정 결과,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는 시차는 당기, 1개월, 2개월, 4개월, 누적시차(6개월)로 나타났다.

당기와 1개월의 시차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4개월과 6개월, 그리

고 누적시차(6개월)의 시차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원당수입가격 상

승기와 원당수입가격 하락기의 추정계수가 같다는 귀무가설14)을 기

각하였다. 한편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부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당기,

1개월, 누적시차(6개월)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했다. 이

는 상승기의 계수에서 하락기의 계수의 차이 값인 


의 부호가

값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음의 비대칭적 가격전

이가 발생한 시차는 4개월과 6개월로 계측되었다.

원당수입가격과 설탕가격사이에 설정된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기

본으로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3-5>와 같다.

원당수입가격이 하락시, 그 충격이 설탕가격하락에 반영되는 시점은

약 7개월∼8개월부터이며, 10개월의 시차에서 원당수입가격 하락의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원당수입가격이 상

승했을 때 10개월의 시차에서 설탕가격에 반영되는 충격의 폭은 원

당수입가격이 하락했을 때보다 2∼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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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설탕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표 3-8>는 소맥수입가격이 빵가격에 영향을 주는 관계일 때 비

대칭적 가격전이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소맥수입가격과 빵가격 사

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추정계수의 시

차는 소맥수입가격상승기에서 당기(-0.009), 3개월(0.032), 6개월

(0.044)이며 소맥수입가격의 하락기에서는 당기(-0.015), 4개월(0.015),

5개월(0.016)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추정된 계수값과 시차만으

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여부 및 부호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F-검정

을 시행하도록 한다.

<표 3-9>는 F-검정의 귀무가설은 상승기와 하락기의 추정계수가

같아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정결과 이 귀

무가설을 기각하는 시차는 6개월, 누적시차(6개월)로 나타났다. 6개월

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두 회귀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다르고,

상승기의 회귀계수 추정치에서 하락기의 회귀계수 추정치를 제한 값

이 양의 부호를 띄고 있으므로 양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되어진다. 누적시차에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검정결과, 1%

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비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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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빵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그림 3-6>은 소맥수입가격과 빵가격사이에 설정된 비대칭오차수

정모형을 기본으로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품

목의 충격반응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소맥수입가격이 하락시 빵에

반영되는 충격은 15개월의 시차를 적용했을 때, 6개월에서의 소폭 하

락분을 제외하면 빵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 소맥가격이

상승했을 때 밀가루 가격의 반응은 2∼3개월의 시차에서 소폭하락하

다가 약 6개월부터 0.4만큼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8개월의 시차에서

충격이 사라진다.

<표 3-8>은 라면에 대해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고 비대

칭적 가격전이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또한 소맥수입가격이 라면가

격에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두 변수

간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추정계수의 시차는 상승

기에서 3개월(0.03), 하락기에선 당기(-0.026), 4개월(0.026), 5개월

(0.025)로 추정되었다.

앞서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의 시차를 포함하여 나머지 시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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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검정을 통한 소맥수입가격이 라면가격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전이

여부를 추정한 결과이다.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는 시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9> 참조)

<그림 3-7>은 소맥수입가격과 라면가격사이에 설정된 비대칭오차

수정모형을 기본으로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소

맥수입가격이 하락시 라면에 반영되는 충격은 15개월의 시차를 적용

했을 때, 3개월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3

개월 이후에 소맥수입가격의 하락이라는 충격이 오히려 라면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맥가격이 상승했을 때

는 2∼3개월의 시차에서 라면가격의 반응은 0.2만큼 상승하며 약 8개

월의 시차에서 소맥수입가격의 상승충격의 여파가 점차 사라진다.

<그림 3-7> 빵가격의 충격반응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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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추정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통해 각 품목의 비대

칭적 가격전이 발생유무 및 발생시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

는 구간 탄성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계

측할 것이다. 계측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토대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격탄성치는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나 공급의 변화량

을 의미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므로 탄력성은 항상 음수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는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료수입가격과 가공

식품가격의 관계에서의 탄성치는 앞서 언급한 수요의 가격 탄성치와

는 개념이 다르다. 이는 일반적으로 원료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가공

식품가격 또한 상승(하락)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탄성치가 일

반적으로 양수가 된다. 다만 원료가격이 하락(상승)시에 가공식품 가

격이 상승(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추정하고자 하는 비대칭적 가격전이 탄성치 계측방법은

다음 식(11), (12)를 따른다. 가공식품 원료수입가격이 1% 올랐을 때,

가공식품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적용시차는 각

품목별 비대칭적 가격전이 발생이 확인된 시차와 해당 회귀추정계수

에 한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한다.




 ×평균가공식품가격
평균원자재수입가격

(11)

             
  




 

  




 ×평균가공식품가격
평균원자재수입가격

                (12)  

<표 3-10>는 밀가루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계측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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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인 비대칭성이 없음을 기각한 시차에

한해 유의여부를 표시해두었다. 1, 3, 4개월의 시차에서 소맥수입가격

이 1% 변했을 때 밀가루에 대한 탄성치의 주요특징은 상승기의 탄

성치가 하락시의 탄성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누적시차(7개월)에서의 탄성치는 0.8468로 계측되었다.

<표 3-11>는 국수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계측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1개월에서 국수가격에 대한 소맥수입가격의 탄

성치는 상승기와 하락기에 각각 0.0509, -0.3584으로 계측되었다. 2개

월의 시차에서는 상승기와 하락기의 탄성치가 각각 0.1688, -0.148로

계측되었는데 소맥수입가격의 하락기 때 국수가격의 변화율이 오히

려 상승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4개월의 시차에선 소맥수입가격

이 1% 변화했을 때 국수가격의 탄성치가 상승기와 하락기에 각각

-0.1318, 0.2243임을 알 수 있다. 누적시차(7개월)에서의 국수가격의

탄성치는 0.3549로 계측되었다.

<표 3-10>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밀가루가격)

구분
시차

당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상승시

탄성치
0.0095 0.2409* 0.0954 0.1312* 0.1717* 0.2195 0.2075 -0.0429

하락시

탄성치
-0.0525 0.0072* 0.1503 -0.1121* -0.105* 0.0692 0.1455 0.0835

누적

탄성치
0.8468***

주 1)탄성치의 유의여부는 카이검정과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에 한함.

주 2) ***p<0.01; **p<0.05;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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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국수가격)

구분
시차

당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상승시

탄성치
-0.0116 0.0509*** 0.1688** 0.0855 -0.1318*** -0.0185 0.0173 0.0994

하락시

탄성치
-0.1618 -0.3584*** -0.148** 0.0694 0.2243*** 0.111 0.1202 0.0486

누적

탄성치
0.3549***

주 1)탄성치의 유의여부는 카이검정과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에 한함.

주 2) ***p<0.01; **p<0.05; *p<0.

<표 3-12>는 두부가격에 대한 대두수입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

이의 크기를 계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개월의 시차에서 대두수

입가격이 1% 변화했을 때 두부가격의 탄성치가 상승기와 하락기에

각각 0.154, -0.0338임을 알 수 있다.

<표 3-12>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두부가격)

구분
시차

당기 1개월 2개월

상승시

탄성치
0.0075 -0.0113 0.154***

하락시

탄성치
0.0601 0.0413 -0.0338***

누적

탄성치
0.0826

주 1)탄성치의 유의여부는 카이검정과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에 한함.

주 2) ***p<0.01; **p<0.05; *p<0.

<표 3-13>에서 식용유가격에 대한 대두수입가격의 탄성치는 누적

시차(2개월)에 한해 유의하게 계측됨을 알 수 있다. 누적시차(2개월)에

서 대두수입가격이 1% 변화했을 때 두부가격의 탄성치는 0.2294이다.

<표 3-14>에서 설탕가격의 탄성치는 당기, 4개월, 6개월, 누적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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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한하여 유의하게 계측되었다. 누적시차(6개월)에서 원당수입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설탕가격의 탄성치는 0.304로 추정되었다.

<표 3-13>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식용유가격)

구분
시차

당기 1개월 2개월

상승시

탄성치
0.0115 0.0535 0.1109

하락시

탄성치
0.0382 -0.0726 -0.0191

누적

탄성치
0.2294**

  주 1)탄성치의 유의여부는 카이검정과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에 한함.

주 2) ***p<0.01; **p<0.05; *p<0.1

<표 3-14>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설탕가격)

구분
시차

당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상승시

탄성치
0.0416** 0.064 -0.0256 0.0928 -0.0768*** 0.0192 0.016***

하락시

탄성치
-0.1152** -0.0992 0.0384 0.0544 0.1889*** 0.0032 -0.2433***

누적

탄성치
0.304***

주 1)탄성치의 유의여부는 카이검정과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에 한함.

주 2) ***p<0.01; **p<0.05; *p<0.1

<표 3-15>는 빵가격에 대한 소맥수입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계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6개월의 시차에서 빵가격의 탄

성치는 상승기와 하락기에 각각 0.1096, -0.01로 계측되었다. 또한 누적

시차(6개월)에서의 빵가격 탄성치는 0.1195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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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는 라면가격에 대한 소맥수입가격의 탄성치를 나타낸 것

이다. 누적시차(5개월)에서 라면가격의 탄성치는 0.0315이나 유의한 값

으로 관측되지 않았다.

<표 3-15>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빵가격)

구분
시차

당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상승시

탄성치
-0.0224 -0.0149 0 0.0797 0.0125 0.005 0.1096***

하락시

탄성치
-0.0374 -0.0324 0.0075 0.0448 0.0374 0.0398 -0.01***

누적

탄성치
0.1195***

주 1)탄성치의 유의여부는 카이검정과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에 한함.

주 2) ***p<0.01; **p<0.05; *p<0.1

<표 3-16> 비대칭적 가격전이 크기분석 (라면가격)

구분
시차

당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상승시

탄성치
-0.0237 -0.0158 0.0368 0.0788 -0.021 -0.0079

하락시

탄성치
-0.0683 -0.0342 -0.0237 0.0079 0.0683 0.0657

누적

탄성치
0.0315

주 1)탄성치의 유의여부는 카이검정과 F-검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에 한함.

주 2) ***p<0.01; **p<0.05;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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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결과 요약

5절에서 원료수입가격이 가공식품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비대칭오차수정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가공식품

밀가루, 국수, 두부, 식용유, 설탕, 빵, 라면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전

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공식품 품목에 따라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부호, 가격비대칭성 탄성치가 각각 다르게 계측되었으며 이를 요약한

표는 다음 <표 3-17>과 같다.

국수에 대한 소맥수입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1개월, 2개월,

누적시차(7개월)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했으며 가격비대

칭성 탄성치는 각각 0.4092, 0.3167, 0.3549로 계측되었다. 음의 비대

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한 4개월의 시차에서는 -0.356의 탄성치가 추

정되었다.

가공식품 빵에 대한 소맥수입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6개월,

누적시차(6개월)에서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고 비대칭성 탄성치

는 각각 0.1195, 0.1195이다.

밀가루에 대한 소맥수입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1개월, 3개

월, 4개월, 누적시차(7개월)에서 모두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

되어졌다. 계측된 가격비대칭성 탄성치는 각각 0.2338, 0.2433, 0.2767,

0.8468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설탕은 다른 가공식품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

차에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되었다.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된 시차는 당기(0개월), 1개월, 누적시차(6개월)이며 해당시차의

가격비대칭성 탄성치는 각각 0.1568, 0.1632, 0.3041으로 계측되었으며

누적시차에서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음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보이는 시차는 4개월, 6개월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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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대칭성 탄성치는 각각 -0.2657, 0.2593으로 계측되었다.

대두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두부와 식용유는 두 품목이 각각 2

개월과 누적시차(2개월)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정되었으며

, 이때 해당시차의 가격비대칭성 탄성치는 두부의 경우 0.1878, 식용

유의 경우 0.2294로 나타났다.

<표 3-17>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결과 요약

품목 원료

비대칭적

가격전이

발생시차

비대칭성부호 가격비대칭성탄성치

국수 소맥

1개월 양(+) 0.4092***

2개월 양(+) 0.3167***

4개월 음(-) -0.356***

누적(7개월) 양(+) 0.3549***

빵 소맥
6개월 양(+) 0.1195***

누적(6개월) 양(+) 0.1195***

밀가루 소맥

1개월 양(+) 0.2338*

3개월 양(+) 0.2433*

4개월 양(+) 0.2767*

누적(7개월) 양(+) 0.8468***

설탕 원당

0개월 양(+) 0.1568**

1개월 양(+) 0.1632**

4개월 음(-) -0.2657***

6개월 음(-) 0.2593***

누적(6개월) 양(+) 0.3041***

두부 대두 2개월 양(+) 0.1878***

식용유 대두 누적(2개월) 양(+) 0.2294**

주 1) *** p<0.01; **p<0.5; * p<0.1

주 2) ‘비대칭성 탄성치’는 원자재 수입가격에 대한 가공식품의 탄성치를 의미함.

주 3) 라면에 대한 소맥수입가격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어느 시차에서도 검정되지 않아, 탄성치  

계측이 무의미 하여 본 표에서 누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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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타회귀분석 추정결과

메타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특정주제에 관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여러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연구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요약·정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서도 분석된 추정치가 변수의 특성별로 어떠한 패턴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Shi Zheng(2007)은 미

국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되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분석에서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타회귀분석을 추가하여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변수

의 특성별로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앞서 추정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가공식품 품목별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가

격전이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변수설정은 <표 3-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수를 가격비대칭성 탄성치로 두고, 독립변수는 비대

칭적 가격전이의 종류를 더미변수와 가공식품의 원료에 따른 더미변

수(설탕, 대두), 가공공정단계별 가공식품 더미변수로 제한한다.

<표 3-18> 메타회귀분석 변수설정

추정방법 OLS Method

종속변수 가격비대칭성탄성치

독립변수

비대칭적가격전이더미변수 : 양의비대칭적가격전이(=1)

음의비대칭적가격전이(=0)

가공식품원료더미변수 : 설탕, 대두 (기준더미: 소맥)

가공공정단계별더미변수 : 1차 가공식품(=0)

2차 가공식품(=1)

주 1) 1차 가공식품은 또 다른 가공식품의 재료가 되는 원료 가공식품을 의미하며
밀가루, 설탕 등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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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메타회귀분석 OLS 추정결과

변수명
회귀계수추정값

(표준오차)

양의비대칭적가격전이
0.379**

(-0.154)

설탕원료가공식품
-0.125

(0.154)

대두원료가공식품
-0.015

(0.181)

2차 가공식품
-0.176

(0.181)

상수
0.021

(0.189)

 adj=0.2786
N=17

주 1): *** p<0.01; **p<0.5; * p<0.1

<표 3-19>는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메타회

귀분석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샘플수가 17개로 적은 것은 <표 3-17>

에서 제시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증된 품목에 한하여 분석했기

때문이며,  값이 0.2786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이 어느정

도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메타회귀분석결과, 음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에 비해 양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음의 비대칭적 가격전이와 비교하여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추정계수는 0.379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냈다. 설탕원료 가공식품은 소맥원료 가공식품에 비해 가격비대칭성 탄성

치에 대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추정계수값은 -0.125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두부나 식용유와 같은 대두원료 가공식품은 소맥원료 가공식품과 비

교하였을 때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에 대하여 -0.015의 회귀추정계수값을 갖

고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2차 가공식품은 밀가루나 설탕과 같은 1차 가

공식품과 비교하여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에 대하여 -0.176와 같은 계수값을

가지나 유의한 추정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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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대칭적 가격전이 발생원인

제 1 절 비대칭적 가격전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가격전달 비대칭 이론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은 산업집중도, 시장

구조, 정부정책 등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많은 요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유통마진이다15). 상품

의 가격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형성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의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사실상

상품시장의 관계자들이 요소가격과 마진확보를 바탕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직관적인 논리이다. 이 마진의 원리는 가격탄력성의

개념에서 시작된다. 이때에 필요한 이론적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의 모든 가격은 균형량에서 결정된 균형가격이다. 둘째,

두 특정 시차사이에 존재하는 상품의 가격변화와 크기는 해당 상품

의 마진이 된다. 셋째, 상품의 유통단계를 도매단계와 소매단계로 나

뉘었을 때 도매단계의 가격함수가 소매단계의 가격함수보다 더 비탄

력적이다. 넷째, 유통비용은 단위당 생산량에 일정하다. 다섯째, 가격

상승 및 하락의 시점은 단기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가

격전달비대칭 이론을 가격의 상승할 경우와 하락할 경우로 구분하여

전개할 수 있다.

<그림 4-1>에서 소매가격함수 곡선()는 도매가격함수 곡선()

보다 탄력적이라고 가정한다. 시간이 (  )만큼 소요되었을 때 상

15) 이준구(2010),「미시경제학」, 법문사 참고 및 심춘수(2009)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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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도매가격은 에서 로 상승한다. 이때 동일 시점에서 상품의

소매가격은 에서 로 상승한다. 이때 도매가격의 가격상승 변화

분이 (-)가 소매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었다면, 도매가격의 평행

선인  에 의해 소매가격변화분은 (-)이 아닌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 시점에서 소매가격은 E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하고 도매가격이 에서 로 상승하는 사이, 에서 까지 상승한

다. 소매단계 판매자는 상품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위해 도매가격의

가격인상분과 더불어 일정수준의 마진을 더하여 소매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림 4-1> 가격상승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발생

주 1) 심춘수(2009)에서 재인용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림 4-2>와 같이 도매가격함수와

소매가격함수가 표현되어진다. 시간이 (  )만큼 소요되었을 때 상

품의 도매가격은 에서 로 하락하게 된다. 이때 도매가격의 가격

하락분인 (-)가 대칭적으로 소매가격에 전이되었다면, 소매가격

은 e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품소매판매자는 가격 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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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이전의 마진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인하하지 않는 부분인 (-

)이 존재한다.

<그림 4-2> 가격하락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발생

주 1) 심춘수(2009)에서 재인용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보인바와 같이 소매가격이 도매

가격보다 시간에 대해 더욱 탄력적이라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현상

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칭적 가격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시장가격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탄력성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격의 단계는

수입가격과 소매가격이다. 수입가격과 소매가격이 앞서 설명한 도매

가격과 소매가격의 관계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탄력성의 불일치와

수입가격보다 소매가격이 더 크다는 점에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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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대칭적 가격전이 발생 세부적 요인

1. 산업집중도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되는 여러 원인 중의 하나는 산업집중도

가 있다. Stephan Von Cramon-Taubadel(1997)은 독일 돈육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독일 돈육시장내의 높은 산업집

중도라고 밝혔다. 산업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기업일수록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익마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공급체인은 산지단계보다 가공 및 유통단

계에서 더 높은 산업집중도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와

시설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 가공업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 때문에 신생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기에 어려운 구조를 갖

고 있다. 따라서 자본력과 기반을 바탕으로 한 과점경향이 있는 가공

업자들은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쇼크로 인해 가공 및 유통마진에

감소를 보이는 경우, 원료가격 하락으로 인해 마진이 증가할 때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표 4-1>는 본 논문에서 연구한 가공식품 품목군별 시장점유율 비중

을 나타낸 결과이다. 특히 설탕(99.8%), 면류(72.7%), 식용유(47%) 등의

품목에서 상위 1～3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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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09년 생산액기준 상위업체 생산 비중

단위: %

구분
1위업체 2위 업체 3위업체 시장

점유율업체명 비중 업체명 비중 업체명 비중

설탕 CJ제일제당㈜ 36.3 ㈜대한제당 33.6 ㈜삼양사 29.9 99.8

면류 농심㈜ 57.0 ㈜한국야쿠르트 8.8 삼양식품㈜ 6.9 72.7

식용유 CJ제일제당㈜ 18.6 ㈜롯데삼강 16.1 오뚜기라면㈜ 12.3 47

빵류 샤니㈜ 12.0 삼립식품㈜ 10.2 ㈜파리크라상 7.9 30.1

두부류 풀무원식품㈜ 14.2 풀무원㈜ 5.8 CJ제일제당㈜ 5.6 25.6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이러한 높은 산업집중도는 때로 불공정한 시장행위의 주요 원인

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내에 설정된 높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표 4-2>에서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2001

년-2005년간에는 기업 간 거래라고 볼 수 있는 하도급 관련 의결 건

수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6년-2010년간에는 시장과 소비자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결 건 수 역시 2000년대 초반에는 23

건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3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

다.

즉 이러한 불공정 시장행위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 홍보 단계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이러한 발생

유형은 식품산업 내 세부 품목(군)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세

부 식품산업별로 공정한 시장행위를 지향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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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가공산업 부문 의결 현황

공정거래위반유형 2001-2005년 2006-2010년

경쟁정책관련

시장지배적지위남용 2건 1건

기업결합심사 - 2건

경쟁력집중억제 3건 1건

부당공동행위(담합) 1건 13건

불공정거래행위 2건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6건 7건

소비자정책

관련

부당표시광고 1건 7건

방문판매법 1건 3건

하도급관련 7건 2건

총계 23건 36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백서에서 재가공

이렇듯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담합등의 부정행위로 중간

유통단계에서 부당하게 가공식품가격을 올려 소비자로부터 부당이득

을 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

여 본 논문에서 추정한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상위 3개사 시장점유

율(이하 CR3)의 상관관계분석은 품목사례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추정

하지 않는다.

다만 본 분석에서 선정한 품목과 해당 품목의 산업집중도의 연관

지표를 다음 <그림 4-3>과 같이 나타내었다. 품목의 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양의 가격 비대칭성이 커진다는 기존의 가설에 의하면 두

지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그림 4-3>에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나 산업집중도가 높은 상위

3개 품목인 설탕(0.99), 밀가루(0.95), 국수(0.72)의 가격비대칭성 탄성

치가 각각 0.3041, 0.8468, 0.3549이었다. 이는 전체 품목의 가격 비대

칭성 탄성치를 서열화 했을 때, 상위 3위권에 속하는 수치로 설탕,

밀가루, 국수는 타 품목대비 가격 비대칭성 탄성치의 크기가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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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산업집중도

   

주) 비대칭적 가격전이 탄성치와 산업집중도의 통계적인 상관분석은 분석 품목수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그림 4-3>과 같은 상관추이로 상관분석을 
대신하도록 한다.

2. 품목별 수요탄성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각

품목의 수요탄성치에 있다. 수요탄성치는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수요의 탄성치16)(elasticity of demand) 또는 수요

의 가격탄성치(price elasticity of demand) 이라 한다. 기업은 수요탄

력성이 낮은 상품일수록 소비자들이 가격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원료수입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원료가격의 상승때문

이 아닌 해당 상품군의 낮은 수요탄력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 4-3>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가공식품군의 수요탄성치값으로

‘2009 식품제조업 부분균형 모형 FISMO 개발’에서 추정한 수치이다.

이 수요탄성치와 본장에서 추정한 가격비대칭성 탄성치를 연관관계를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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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품목사례수의 제약으로 상관관

계분석을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나, 대략적인 상관관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요탄성치가 낮을수록 가격비대칭성 탄성치가 높을 것이

라는 가설은 본 논문에서 연구한 품목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다.

<표 4-3> 가공식품 품목별 수요탄성치

　품목 비대칭성탄성치 수요탄성치

설탕 0.304 -0.24

라면 0.031 -0.8

식용류 0.2294 -0.18

두부 0.082 -0.7

빵 0.1195 -0.16

밀가루 0.8468 -0.03

국수 0.3549 -0.8

주 1) 비대칭성 탄성치는 각 품목별 누적시차로 적용한 수치임
주 2) 수요탄성치는 ‘2009 식품제조업 부분균형 모형 FISMO 개발에서 참고

<그림 4-4>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수요탄성치

주) 비대칭적 가격전이 탄성치와 수요탄성치의 통계적인 상관분석은 분석 품목수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그림 4-4>과 같은 상관추이로 상관분석을 
대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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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식품의 시장개방도

본 논문에서 선정한 가공식품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재배하

여 산지에서 원료를 수급하는 형태가 아닌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

여 가공 및 유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분업체, 제

당업체, 식용유업체의 경우, 곡물메이져 등으로부터 가공식품 원자재

를 수입하여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에 일정마진을 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대표적인 핵심과점 형태의 산업구조임을 전장에

서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가공식품의 전체 수요를 독과점 산업구조를 갖고 있

는 국내 주요 가공업체들에 의해 충족시키는 구조라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발생하는 상품가격의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미치지 않는 반면, 상승할 경우 그 충격이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공식품의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구

조, 즉 해외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할 확률

은 낮아 질 수 있다.

<표 4-4>는 본 논문에서 선정한 가공식품의 국내 생산액과 해외

수입액을 바탕으로 국내 가공식품 총 소비액 대비 수입액 비중을 나

타낸 것이다. <표 4-4>에서 국내 총 소비액 대비 수입액 비중이 가

장 낮은 가공식품 품목은 설탕(정제당)으로 수입액 비중이 약 0.06%

이다. 대두유의 수입액 비중이 약 29% 인 것을 제외하면 모든 가공

식품 품목의 수입액 비중이 5%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17)몇 해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밀가루의 수입을 추진했으나 중단된 적이

있으며 이는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적정배합비율에 대한 연구

실패에서 기인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밀가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공

17) “정부가 설탕 1만톤을 수입키로 한 결정”, (2012.02.28 매일경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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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한한 해외개방도가 낮은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 수입주

체의 전문성 부족, 정부의 할당관세 추천권 및 금융지원과 같은 인센

티브의 결여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4>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액 비중

가공식품
품목

국내평균생산액
(백만원)

평균수입액
(백만원)

국내평균소비액
(백만원)

가공식품
국내소비액대비
수입액비중(%)

두부 221,458 440 221,898 0.20

국수 160,835 2,849 163,684 1.74

밀가루 817,181 16,368 833,549 1.96

라면 10,665,671 8,583 10,674,254 0.08

대두유 387,772 158,626 546,398 29.03

빵 1,037,377 43,880 1,081,256 4.06

설탕(정제당) 718,015 444 718,460 0.06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가공식품의 수입액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가공식품산업은 완전경

쟁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므로 유통단계에서 추가적인 마진을

부가하여 상품가격을 높일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해외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면 본 논문에서

추정한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해외시장 개방도를 나타내는 가공식

품의 수입비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정한 품목의 사례가 적어 가격비대칭성 탄

성치와 해외시장 개방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비대칭적 가격전이

를 검정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림 4-5>은 가공식품

품목의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해당 품목의 가공식품 수입비중의 연

관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림 4-6>은 가공식품 수입비중의 이상

값(outlier)인 식용류의 수입비중을 제외한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수

입비중의 상관추이다. 이 추이만으로 수입액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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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성 탄성치가 높다는 가설을 입증하기엔 통계적인 적합성이 뒷받

침되지 않으나, 밀가루와 식용류를 단독 비교시 수입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식용유가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가루보다 가격비대

칭성 탄성치가 낮았다. <그림 4-6>은 가공식품 수입비중의 이상값

(outlier)인 식용류의 수입비중을 제외한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수입

비중의 상관추이다.

최근 한미 FTA, 한중 FTA 등의 발효로 한국의 무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좋은 상품과 원료를 보다

값싸게 들여올 수 있어 소비자들이 소비의 효용을 이전보다 극대화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분업계, 제당업계 등 가공식품업

계의 과점과 낮은 해외시장개방도로 인해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가격

비대칭적 전이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림 4-5>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비중-1

주) 비대칭적 가격전이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비중의 통계적인 상관분석은 품목수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그림 4-5>과 같은 상관추이로 상관분석을 

대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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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가격비대칭성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비중-2

주) 비대칭적 가격전이 탄성치와 가공식품 수입비중의 통계적인 상관분석은 품목수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그림 4-6>과 같은 상관추이로 상관분석을 

대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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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인 소맥, 원당, 대두의 비대

칭적 가격전이에 관한 연구로 무역협회와 통계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가공식

품 품목별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부호를 파악하고, 구간 탄성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탄성치

의 크기를 계측하여 품목 간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맥수입가격은 소맥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국수, 빵, 밀가루

에 대하여 각각 누적시차(7개월, 6개월, 7개월)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

격전이가 검정되었으며, 그 크기인 비대칭성 탄성치는 국수(0.3549),

빵(0.1195), 밀가루(0.8468)로 나타났다. 소맥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품목 중 밀가루의 비대칭성 탄성치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편 소맥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인 라면은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견

되지 않았는데, 이는 라면의 실질적 원재료인 밀가루와 소맥사이에

정제 및 가공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

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두수입가격은 가공식품인 두부와 식용유가격

에 대해 각각 2개월, 누적시차(2개월)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정되었다. 해당 시차에서 두부와 식용유에 대한 대두수입가격의 탄

성치는 각각 0.1878, 0.2294로 계측되었다. 한편 원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설탕은 누적시차 6개월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보였으며, 탄성치는 0.3041수준이었다.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마진에 있다.

도매단계보다 소매단계에서의 가격함수가 더욱 탄력적일 경우 상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매상인은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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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도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상품의 유통 단계별 가격함수의 탄력도와 유통마진은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 가운데,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발생시키는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산업집중도, 상품별 수요탄성치, 수입량 혹은 수입액 비

중 등이 있다. 산업집중도가 높은 산업 중의 하나는 가공식품 산업이

며, 고가의 가공 및 제조시설을 바탕으로 신생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어려운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식품 산업은 과점화 경

향을 보일 수 있어,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 선정한 품목 중 설탕, 국수 및 라

면, 식용유의 CR3는 각각 99.8%, 72.7%, 47%을 기록하여 높은 시장점

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야기하

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개별상품의 낮은 수요탄성치에 있다. 어느 특정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낮은 수요탄성치를 갖고 있을 때, 그 특정상품의

가격상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망설이게 하거나 중단시키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낮은 수요탄성치를 보유하고 있는 품목군의 유통업

자들은 상품가격의 마진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품

의 수입비중을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요인으로 들 수 있겠다. 가공식품

의 수입비중은 가공식품 무역의 자유도를 나타낸다. 무역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상품시장은 완전경쟁체제가 되므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발

생이 저지될 확률이 높다.

가공식품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손을 거치고, 다양한 시공간을 지

나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별 마진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므로,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필연적

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인 가공식

품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주 타깃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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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될 가공식품소비에 대한 효용은 실제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적절한 물가안정 정책을 바

탕으로 과점기업들이 임의로 마진을 높여 상품가격을 올리는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곡물, 농수산물, 석

유 등과 같이 국내 자체조달이 어려운 품목과 같은 경우, 수급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수급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정부 및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가운데 선물거래의

확대, 곡물 비축제도 등 수급의 불안정성을 낮추는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 75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각 년도 , 공정거래위원회

김난도(2009),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식품

공업연구용역보고서

김명환(2009), 「식품제조업부분 균형모형 FISMO개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훈(2009), 「국제 원자재 가격의 국내 가공식품 가격 반영 정도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

김성훈(2011),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 국내 주요 가공식품 가격 변화

에 미치는 영향분석」, 충남대학교

김진웅·김종호(2009), 「국제 유가변동에 대한 국내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반응」, 에너지 경제연구 제 8권 제 2호

김태훈(2009),「주요 농산물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훈·안병일(2010),「가격전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유통과정의 비효

율성 검정: 농산물 시장에의 적용」,『농업정책연구』제 18권 제4호

김혜경·이명숙(2005),「경제 및 금융자료를 위한 시계열 분석, 경문사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0),「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신용광·김태훈(2010),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건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농업정책연구』제 51권 제2호

심춘수(2006), 「한국 축산물 가격의 비대칭성」,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33권 제4호



- 76 -

심춘수(2007), 「농산물 시장의 가격전이 비대칭성」, 건국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식품수급표(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병일·김태훈(2008),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간의 비

대칭적 가격전이 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안소은(2007),「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휴양가치 추정」

오선아·허은녕(2007), 「국제시장가격변동에 따른 국내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분석」, 에너지 경제연구 제 6권 제 1호 pp.59~78

이슬기·허은녕 (2010), 「가격비대칭성 검정모형 민감도 분석」, 에너

지 경제연구 제 9권 제 2호 pp.1∼18

이용선 (2011), 「수입원재료 가격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과 대응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익노(2006),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산업연관분석 모형 이용」 공공정책연구, Vol.21

이준구(2010),「미시경제학」,법문사

임정빈·윤병삼 (2009),「국제곡물거래 동향 및 수출입관리방식연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연구용역보고서

임정빈(2012), 「글로벌 식품가공 활성화 전략」, 농림수산식품부 연

구 용역보고서

Chavas, Jean-Paul and Mehta, Aashish (2004), “Price Dynamics in

a Vertical Sector: The case of Butter”,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186, No.4, pp. 1078-1093.

Enders, W. (1995) "Applied Econometrics Time Series", John



- 77 -

Wiley & Sons

Goodwin, Barry K. and Matthew T. Holt (1999) “Price

Transmission and Asymmetric adjustment in the U.S. beef sector”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 Vol. 81, No. 3, pp.

630-637

Granger, C W J & Lee, T H, (1989) "Investigation of Production,

Sales and Inventory Relationships Using Multicointegration and

Non-symmetric Error Correction Model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Ltd., vol. 4(S), pages S145-59,

Supplemen.

Houck, James P. "An approach to Specifying and Estimating

Nonreversible Function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59, No. 3. (Aug., 1977), pp. 570-572.

Hill, R. Carter , Griffiths, William E. and Lim, Guay C. 공저/이병

락 역, (2010) 「계량경제학」, 시그마프레스

Jochen Meyer, Stephan von Cramon-Taubadel (2004),“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A Survey”,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ume 55, Issue 3, Pages 581-611

Peltzman, Sam (2000), “Prices Rise Faster than They Fall”,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8, No.3, pp. 466-502.

Tsay, R. S. (2010), Analysis of Financial Time Sries, (3rd ed),

Wiley

Von Cramon-Taubadel, Stephan (1998), “Estimating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with the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An

application to the German pork market”, European Review of



- 78 -

Agricultural Economics 25(1998) 1-18

Ward, R. W. (1982), "Asymmetry in Retail, Wholesale, and

Shipping Point Pricing for Fresh Vegetabl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4(2): 205-212

Zheng, Shi (2008), “Meta-Evidence of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n US Agricultural Markets”, J. Fac. Agr., Kyushu

Univ., 53(1), 349-356

식품산업통계정보 http://fis.foodinkorea.c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



- 79 -

Abstract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of Wheat,

Sugar and Soybeans on the Processed Food

Products

Sujin Lee

Dept.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rocessed food industry has been becoming a big part of

Korea's manufacture industry due to convenience of living with an

increase in national income. Processed food products pass through

several processes such as acquiring raw materials,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so that they eventually are to be purchased by consumers.

It is considered for the price of final products to be determined by the

changes of raw material price, assuming other costs being equal.

However,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meaning that the additional

retail margin are placed on the price of final products as well as the

price change of raw materials, frequently happens in a today's

economy-fluctuating soci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test whether or

not an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takes place among selected

processed food product samples but also to calculate sizes of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using methodologies such as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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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egressive model, asymmetric error correction model.

The principal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positiv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s verified on wheat based products

such as noodle, bread, flour. When it comes to asymmetric price

elasticities, flour ranked highest as 0.8468 among the selected

wheat-based products. Secondly, the soybean-based products,

soybean-curd and cooking oil, also have positiv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and asymmetric price elasticities of cooking oil is

calculated as 0.2294. Thirdly, sugar cane-based product, processed

sugar also has positiv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with

asymmetric price elasticities as 0.3041.

The causes of such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are mainly both

the difference of price curve elasticity at different production

processes and retail margin in terms of economic theory. To be more

specific, industrial concentration by products, demand elasticities, and

import shares could be reasons of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Raw materials need several production stages in order to be final

processed food products, which results in additional retail margins at

each production stage and thus,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s

actually inevitable. Considering the fact that processed food industry

is rapidly growing with a high reliance on raw materials imports,

however, th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caused by monopoly is

an issue every consumer needs to pay attention to. Also, for a

processed food industry to be stable in terms of obtaining raw

materials, it is required to increase futures trading and raw materials

self-sufficiency.

Keywords: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Processed Food, Retail

Margin, Asymmetric Price Elasticity, Asymmetric Error Corr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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