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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류소비자들의 주류 소비를 LA-AIDS 모형을 이용해 수요

함수를 도출하여 국내 주류소비자들의 주류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국내 주류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류들인 국산맥주, 

국산소주, 국산탁주, 수입맥주, 수입위스키, 수입포도주의 1996년도부터 2010

년까지의 출고량과 출고액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되었다. 주류 총 출고액으로

부터 해당 주류가 차지하는 출고액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설명변수

로는 국산탁주, 국산소주, 국산맥주, 수입맥주, 수입위스키, 그리고 수입포도

주의 출고가와 출고량이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상술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를 LA-AIDS 모형에 대입하여 국내 주류소비자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모

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종간의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 소득탄력성을 계

산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수입맥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의 소비자 소비함수 분석

을 통한 국내 맥주 소비자들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소비성향 비교분

석에 있다. 국내 맥주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산맥주와 수입

맥주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각각 -0.92와 -0.44으로 추정되었고 수입맥주와 국

산맥주의 대체탄력성은 0.41로 수입맥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는 서로 대체재임

을 보였다. 또한 소주와 국산맥주간 교차탄력성은 -0.21로, 소주와 수입맥주

간 교차탄력성은 0.30로 계산되어 분석결과 각각 보완재, 대체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소비함수 분석결과는 국산맥주가 다양한 맥주 주종과 고품질의 제

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호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였던 반면에 수입맥주는 소비

자들의 선호변화를 충적시키면서 국내 맥주 산업규모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안한다.  

국내에 2002년에 도입된 소규모맥주제조면허제도는 국산 대기업 맥주에 결여

된 다양성과 품질을 보완하여 국내 맥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맥주산업 발전에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국내 맥주시장의 성장세 

제고여부에 따라 소규모 맥주제도의 추가 규제완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주제어: 주류수요, 대체재, 보완재, 준이상수요체계, 소규모맥주 

학번: 2013-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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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최근 국내 맥주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이트맥주와 진로

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지배적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탄생과 오비맥주의 15년만

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 탈환, 그리고 신규진입자인 롯데칠성음료의 맥

주시장 진출, 그리고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내 점유율 확대 등 국내 맥주

시장은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있었다. [표1-1] 과 같이 정부는 점

진적으로 주세를 완화하였고 주류면허를 개방하면서 주류시장 내 경쟁 구조를 

심화시키려 노력하였다. 

[표1-1] 주류시장의 주요 제도 변화 

연도 제도 변화 비고 

1991 1단계 주류제조면허 개방 맥주, 위스키, 브랜디, 청주 등 

1993 2단계 주류제조면허 개방 탁주, 주정 제외한 모든 주류 

2000 주세율 조정 맥주 주세율 115% 

소주, 위스키:72% 

2001 주세율 조정 맥주 주세율: 100% 

2002 소규모맥주제도 도입 맥주 주종 다양화, 품질 제고 목적 

2010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주류제조업 경쟁 촉진 목적 

전통주 육성 및 발전 목적 

2013 맥주 제조시설 허가기준 완화 전발효조/후발효조 기준완화 

2014 소규모맥주제도 규제완화 국산 맥주 종류 다양화, 고급화 목적 

 

주류시장 내 세제 혹은 규제변화 같은 내부적요인 외에도 외부적요인 또한 주

류시장의 구조변화에 기여하였다. EU와 타 국가들과의 FTA체결은 수입주류들

인 수입맥주와 포도주, 위스키 등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품질

도 좋으면서 가격도 경쟁력 있는 수입맥주와 수입포도주, 수입위스키 등이 국

내 주류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수입주류가 본격적으로 수입 및 소비되면서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가 비교대상

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저명한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국

산맥주가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 못하다는 기사를 남기는 등 수입주류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가격적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국내맥주와 수입맥주는 비교대

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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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시장 개괄 

[표1-2]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주류 출고액 변화 추이 

 

출처:관세청, 한국주류협회 단위: 100억 

 

국내 전체 주류시장 규모는 주류시장 규제의 완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

적으로 성장해 왔다. 위 표 [1-2]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들의 출고액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로 국산소주, 국산맥주, 탁주

를 이용하였고, 수입되는 주류로는 수입위스키, 수입맥주, 수입포도주의 출고

가와 출고량을 이용하였다. 국산소주, 국산맥주, 그리고 탁주가 2010년 출고

액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 출고액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

입맥주, 수입위스키, 수입포도주가 수입주류 출고액의 85%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므로 주류시장 소비자에 대한 수요를 국산소주, 국산맥주, 국산탁주, 수입

맥주, 수입위스키, 수입포도주의 출고액 합으로 대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주종별 출고액 변화추이의 특이사항으로 국산맥주를 제외한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주류의 출고액은 1996년부터 2010년를 기준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그 중 

국산소주와 수입맥주의 성장세는 타 주종과 대비했을 때 월등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비록 수입맥주의 출고액 규모는 국산맥주의 
1

30
 ~ 

1

20
 정도 수준으

로 국산맥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출고액 성장률로 비교하였을 

때는 수입맥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류시장 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성장세 차이의 원인

을 알아보고 왜 소비형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 전

에 국내 맥주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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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맥주시장 개괄 

[표1-3] 2012년 출고량 기준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분포도
1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는 생산자의 생산지역에 따라 국산맥주와 수입맥

주로 구별되고, 국산맥주는 다시 생산량의 규모에 따라 국산 대기업 맥주와 

국산 소규모맥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국내 맥주산업 내 플레이어는 국산 대

기업 맥주, 국산 소규모 맥주, 그리고 수입맥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맥주시장 내 점유율은 국산 대기업 맥주가 96.1%, 수입맥

주가 3.6% 그리고 소규모맥주가 0.3%로 분포되어 있다. 2002년도에 소규모 맥

주 제조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맥주

는 국내 맥주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1-4]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주류 별 출고액 성장률 평균 *1998년 제외 

 

                                           
1,
 홍종학 의원 ‚소규모, 중소기업 맥주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 2014.07.22 

96.10% 

3.60% 

0.30% 

국산 대기업 맥주 

수입맥주 

소규모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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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언급했듯이 국내 맥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는 생산지역에 따라 

국산맥주 와 수입맥주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규모맥주는 

출고액 추이가 집계되지 않고 2012년 기준으로 시장의 0.3%정도 밖에 점유하

지 않기 때문에, 국산 대기업맥주 = 국산맥주로 설정하고 성장률 계산에서는 

소규모맥주를 제외하였다. [표1-4]는 1996년도부터 2010년까지 주류 별 출고

액 성장률 평균치를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국산 맥주 출고액 성장률은 거의 

0%를 기록했지만 수입맥주는 25%나 되는 큰 폭의 성장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성장률 괴리의 원인은 맥주의 주종과 품질의 차이에 있

다고 시장 설문조사와 맥주시장 참여자들은 말하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는 전국 만 19~59세 직

장인 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맥주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하였다. 설

문결과 국산맥주에 대한 전반적 인식으로는 ‘국산 맥주의 종류가 보다 다양

해졌으면 좋겠다’ 에 73.8%가 동의하였고, ‘국내 브랜드 맥주가 가격이 저

렴하기 때문에 찾는다’는 소비자가 63.6% 동의하였다. 반면 수입 맥주의 경

우는 맛이 좋고(72.5%), 원산지 별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고(48.8%), 종류

가 다양하다(44.9%)는 이유로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수입맥주의 가

파른 시장 성장세의 동력이 결국 맥주의 맛과 다양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국산 맥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맥주 소비자들의 의견은 당연

하다. 국산 맥주에는 상면발효 맥주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맥주의 종

류는 발효법에 따라 상면발효 맥주와 하면발효 맥주로 나뉘어진다. 상면발효 

맥주로는 대표적으로 라거, 하면발효 맥주로는 대표적으로 에일이 있고. 실제

로 국내 대기업 맥주 업체가 생산하는 맥주 제품의 종류는 라거와 에일, 스타

우트가 있지만 총 판매액 기준으로 보면 라거가 95% 이상2으로 하면발효맥주

가 총 판매액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맥주의 주종은 라거, 에일 뿐만 아니라 스타우트, 헤페바이젠 등 

상/하면발효맥주로 맥주 주종 스펙트럼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3 국산 맥주 생

산자인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가 판매하는 맥주제품과 종류는 [표1-5]에 나

타나 있고, 수입맥주의 종류는 [표1-6] 에 나타나 있다. 테이블을 비교해보면 

수입맥주의 주종이 국산맥주에 비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이트진로 2013년 사업보고서 

3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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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국내 대기업 맥주 제품과 종류 

오비맥주 

맥주 제품 맥주 주종 

Aleston Black Ale English Dark Mild Ale 

Aleston Brown Ale English Brown Ale 

Blue Girl Beer American Adjunct Lager 

Cafri Light Lager 

Cass 2X Low Alcohol Beer 

Cass Fresh American Adjunct Lager 

Cass Light American Pale Lager 

Cass Red American Malt Liquor 

OB Golden Lager Euro Pale Lager 

OB Lager Beer American Adjunct Lager 

Sonderberg American Adjunct Lager 

출처: Beeradvocate, 한국주류협회 

 

하이트진로 

맥주 제품 맥주 종류 

Black Beer Stout English Stout 

Dry Finish D American Adjunct Lager 

Exfeel S American Pale Lager 

Hite Euro Pale Lager 

Hite Ice Point American Pale Lager 

Hite Prime American Adjunct Lager 

Hite Stout Foreign / Export Stout 

Max American Adjunct Lager 

Prime Max American Pale Lager 

Queen's Ale – Blonde Type English Pale Ale 

Queen's Ale – Extra Bitter Type English Bitter Ale 

Red Rock American Amber / Red Lager 

출처: Beeradvocate, 한국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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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맥주의 원산지는 독일,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중국 등이

며 주종은 라거, 필스너, 에일, 스타우트, 헤페바이젠 등 라거 뿐만 아니라 

라거 외의 다양한 주종의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제품별 주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6] 2012년 기준 한국으로 수입되는 맥주의 제품과 종류 

유럽산 수입맥주 

맥주 제품 맥주 주종 알코올 함량  

Heineken Dark Euro Dark Lager 5.00% 

Heineken Euro Pale Lager 5.00% 

Guinness Irish Dry Stout 4.20% 

Carlsberg German Pilsner 5.00% 

Oettinger Hefeweizen 4.90% 

Wabar Dunkel Dunkelweizen 4.90% 

Krombacher German Pilsner 4.80% 

Willianbrau Hefeweizen 5.00% 

Hackenberg Pils Lager German Pilsner 5.00% 

Damburger Export Euro Pale Lager 5.00% 

Thuringer  Euro Pale Lager 4.30% 

Erdinger Hefeweizen 5.60% 

Paulaner Hefeweizen 5.50% 

Newcastle English Brown Ale 4.70% 

London Pride English Pale Ale 4.70% 

Duvel Belgian Strong Pale Ale 8.50% 

Weihenstephaner Hefeweizen 5.40% 

Cannabia German Pilsner 4.80% 

Estrella Damm American Adjunct Lager 5.20% 

Becks Dark Munich Dunkel Lager 4.80% 

Pilsner Urquell Czech Pilsner 4.40% 

KGB Russian Imperial Stout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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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맥주 

맥주 제품 맥주 주종 알코올 함량  

Asahi Japanese Rice Lager 5.00% 

Sapporo Japanese Rice Lager 5.00% 

Kirin American Pale Lager 5.00% 

Suntory German Pilsner 5.50% 

 

중국산 수입맥주 

맥주 제품 맥주 주종 알코올 함량  

Tsingtao Lager 4.7% 

출처: 한국소비자원, Beeradvocate 

 

국산 대기업맥주와는 다르게 소규모맥주 종류는 하면발효맥주와 상면발효맥주

를 모두 포함하여 맥주 주종이 다양하다. 소규모맥주 제조업체 중 규모가 가

장 큰 세븐브로이 대표이사 김강삼은 소규모맥주 제조업체들이 제조하고 있는 

맥주의 주요 주종은 에일, 흑맥주, 필스너 등의 非라거제품으로서 소규모 맥

주는 국산 대기업 맥주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맥주 주종의 다양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렌드모니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규모맥주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수제맥

주(소규모맥주)를 마시는 이유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50.3%), ‘다

른 맥주보다 독특하다’ (46.4%), ‘다른 맥주보다 향이 좋다’(25.1%), ‘다

른 맥주보다 맛있다’(24.6%)는 응답도 많아, 맥주 소비자들이 소규모 맥주제

품이 국내 대기업 맥주와 대비해 차별화된 맛과 주종의 다양성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의 96%를 차지하는 국내 대기업 맥주의 종류

에는 라거가 95% 정도로 대부분이며 맥주의 주종이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2012년 출고액 기준으로 국내맥주시장의 0.3% 밖에 차지하지 않는 소규모 맥

주의 종류는 고품질 라거 외에도 에일, 흑맥주, 필스너 등 다양한 주종을 생

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품질(맛)과 주종의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

다고 평가되는 국내 맥주의 발전을 꾀하려면 라거제품이 출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맥주가 아닌 고품질 라거와 非라거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맥주 제조업체들을 지원하여 국산 맥주의 맥주 주종을 다양화하고 국내 

맥주 기업간의 경쟁심화를 통해 국산 맥주시장의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는 결

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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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맥주제도 정착의 어려움 

국산 맥주에 다양성과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데 기여하는 소규모맥주

제도는 200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2012년 출고액 기준으로 국내 맥

주시장 규모의 0.3%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1-7]에는 맥주제조자 면허 수의 변화 추이가 표시되어 있다. 2002년도에 

소규모맥주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112개나 존재했던 소규모맥주 제조 면허는 

2013년에 들어서 34개로 빠르게 그 숫자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규모맥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7] 2000년~ 2013년 맥주 제조 면허 수 변화 추이
4
 

 

 

소규모맥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맥주시장의 

특성에 있다. 맥주시장은 진입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산업

으로서 규모가 확보되지 못한 생산자는 생산단가가 높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

운 단점이 존재한다.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했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들은 맥

주발효장을 닫아야 했던 것이다. 

  

 

 

                                           
4
 홍종학 의원 ‚소규모, 중소기업 맥주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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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연간 맥주 출고량 (2013년 기준)
5
 

구분 연간 출고량 

국산 대기업 맥주 약 220.0 만 kl 

소규모 맥주 (약 53개) 약 0.26만 kl 

 

[표1-8]는 국산 대기업 맥주 기업과 소규모 맥주업체들의 생산규모차이가 얼

마나 큰지 보여준다. 맥주제조업은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표에

서 볼 수 있듯이 국산 대기업 맥주 기업과 소규모 맥주 업체간에 생산과정에

서 규모의 경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단가에서 대기업맥주의 비교우위

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소규모 맥주 업체가 

생산하는 맥주의 가격은 국산 대기업 맥주보다 높게 책정되고, 소비자 입장에

서는 소규모 맥주 제품이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게 된다.  

생산단가뿐만 아니라 정부에 지급하는 주세에서도 대기업 맥주의 비교우위가 

발생한다. 현재 주세는 출고가의 72%를(소규모맥주는 생산원가에 72%를) 부과

하는 종가세 체계이기 때문에 국산 대기업 맥주 제조업체보다 생산단가가 높

은 소규모맥주 제조업체가 생산단위 당 더 높은 주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1

캔 당 주세 차이는 아래 [표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9] 맥주 주세 (2013.10. 기준) 

맥주 종류 1캔 당(355ml) 주세 

국산 대기업 맥주 395원 

국산 소규모맥주 710원 

 

맥주산업 제도 상,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는 생산단가와 주세를 국내 대기업 

맥주 기업의 그것들보다 높게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순익분기점이 대기업 맥

주 제조업체보다 높다. 따라서 소규모맥주 업체는 수익측면에서 비교열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맥주시장 내 경쟁도가 낮아 국내 맥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맥주업체들은 맥주 개발에 소홀했다. 하지만 수입맥주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

비자들의 기호가 변화하면서 수입맥주가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

다. 때문에 국내 대기업 맥주의 생산액은 성장률(1996년~2010년기준)은 역성

                                           
5
 홍종학 의원 ‚소규모, 중소기업 맥주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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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고, 국내 맥주기업들의 국내 맥주 산업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소규모 맥주 업체들이 겪고 있는 높은 순익분기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는 추가적으로 소규모맥주 제조 제도에 관한 규제 기준을 완화하였다. 가장 

최근의 규제완화로는 2014년 7월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맥주제조 제도 

규제완화안 이 있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규제완화안 에서는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이 지불하는 

주세에 대한 세율인하를 실시하여 생산단가를 낮추고, 외부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잠재적 시장을 확대시켰으며, 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초기필요투자자

본을 낮춰 신규 시장진입자들을 통한 맥주시장 내 경쟁심화를 꾀하였다.  

국내 맥주시장에서는 대기업맥주, 수입맥주, 소규모맥주의 3가지 종류의 맥주

가 판매되고 있다. 대기업맥주의 종류에는 라거맥주가 판매되고 있는 맥주종

류의 주를 이루고, 수입맥주의 종류는 라거와 非라거맥주 모두 포함하여 다양

하다. 그리고 소규모 맥주는 고품질 라거도 판매하지만 주로 非라거맥주를 생

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맥주에 결여된 고품질과 다양성을 보완 할 수 

있다. 맥주시장 설문에 따르면 국내 맥주소비자들은 대기업맥주에 대하여 종

류가 보다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찾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수입맥주는 맛이 좋고, 원산지 별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즐긴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시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업 맥주

의 성장 둔화와 수입맥주의 급격한 성장세에 대한 원인은 맥주의 다양성과 품

질(맛)의 차이에 있다고 정성적으로 판단하였고, 이어서 LA-AIDS 모형을 이용

하여 소비자 수요함수 도출을 하여 정량적으로 맥주수요를 분석하여 상술된 

시장자료와 설문조사가 시사하고 있는 바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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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연구의 기여와 구성 

1. 선행연구 

국내 주류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소비함수 도출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기존의 주류시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AIDS 모형을 이용한 방법

으로 주류시장의 소비함수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간 자로, 분기별 

자료, 혹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자료의 범위를 

소주, 맥주 등을 사용하여 주류시장의 정의를 국내주류 등으로 한정하는 등, 

주류시장의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실질적인 국내 주류소비 시장 소비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발

생하였다.  

주류시장 소비행태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양승용(2000), 정연제(2005), 

정진화(2005), 정필권(2006), 백남종(2013) 이 있다. 양승용(2000)은 1985년

~1998년 분기자료를 LA-AIDS 모형을 이용하여 소비함수를 도출하여 소비행태

를 분석하였으며 소주와 위스키간의 대체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 정연제

(2005) 는 1997년~2004년 월별자료를 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소

주와 맥주 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소주의 자기가격 탄력성이 -1.89, 맥주의 

자기가격탄력성이 -1.64, 그리고 소주와 맥주의 교차탄력성이 0.49임을 보였

으며 소주와 맥주는 대체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정진화(2005)는 1997년~2004

년 월별자료를 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소주는 -1.18의 자기가격탄

력성을, 맥주는 -1.13의 자기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주류는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일반재임을 보였다. 정필권 (2006)은 앞에 열거한 연구들과

는 다르게 1980년~2005년 연간자료를 Double-Log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소주는 -0.75의 자기가격탄력성을, 맥주는 -1.3의 자기가격탄력성을 추정

하여 타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맥주와 소주는 일반재임을 보였다. 백남종 

(2013)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맥주의 자기가격탄력성을 -0.75, 소주를 -0.22, 그리고 탁주를 2.06으로 계산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자기가격탄력성 결과는 대부분 소주가 -0.75 ~ -1.89 로 계산되

어 일반재로 나타났고, 맥주는 -1.13 ~ -1.64의 자기가격탄력성이 계산되어 

역시 일반재로 나타났다. 또한 소주와 맥주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숫자로 계산

되어 소주와 맥주는 국내 주류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대체관계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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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기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들의 수요를, 특히 맥주수요를 국

산맥주수요와 수입맥주수요로 분리한 후 LA-AIDS 모형에 대입해 주류 소비자 

수요함수를 도출하여 국내 주류 소비자들의 맥주소비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주류소비자들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소비자

들의 소비태도와 인식을 확인 할 것이다.‚국내의 주류 소비는 소주와 맥주가 

전체 주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수요층의 구분이 어렵다는 특

성이 존재한다.‛6 그렇기 때문에 LA-AIDS 모형과 같은 수요 분석 모형을 통

하여 개별 주류에 대한 소비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기여는 국내 시장의 맥주수요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한 분석

을 했다는데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맥주수요를 분석하였지만, 맥주수요를 국

산맥주와 수입맥주로 세밀화하여 실행한 연구는 없었다. 때문에 국내 주류 소

비자들의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에 대한 소비형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맥주에 대한 소비태도와 인식의 분석은 분석자료에 

포함된 주류간의 자기가격/교차탄력성 계산을 통해 보완 및 대체관계를 파악

하고 소득탄력성을 도출하여 국내 맥주 소비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국산맥주

와 수입맥주를 소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소규모맥주제조 제도를 지

속적으로 완화해온 정부의 행적이 국산맥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정책

인지 여부를 시사하고자 한다. 

주류시장 수요함수를 도출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연간자료와 분기별 자료

를 사용하여 소주와 맥주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소득탄력

성을 추정하여 수요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의 문제성은 대부분 소주와 맥주시

장으로 국내 주류시장의 연구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 점을 보

완하고자 주종의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여 자료에 국산맥주, 국산소주, 탁주, 

수입맥주, 수입위스키, 수입포도주를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광범위한 주

류시장의 범주에서 주종간의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 소득탄력성을 분석하

여 국내 소비자들의 주종 별 소비 성향을 알아볼 것이다.  

 

 

                                           
6
 백남종, ‚주류 수요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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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선행연구에서의 ‘맥주수요’

를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두 가지 변수로 세밀화한 후 맥주 외 다른 주종들

을 분석자료에 포함하여 LA-AIDS모형으로 분석할 것이다. 변수들의 세밀화는 

주종간의 대체관계와 소득탄력성을 더 명확히 밝혀 줄 것이고, 결과를 토대로 

국내 주류 소비자들은 다양한 주종, 특히 국산 대기업 맥주와 수입맥주에 대

해 어떠한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과 자료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수요함수를 도출하여, 국

산맥주와 수입맥주의 타 주류와의 보완 및 대체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국내 주

류 소비자의 맥주소비형태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분석 결과가 국내맥주시장

에 시사하는 바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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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모형과 방법 

1. 선형-준이상수요체계 모형 (LA-AIDS) 

본 논문에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류수입/출고량과 가격을 포함한 연

간자료를 토대로 소비자 주류 수요함수를 도출하여 소비자들의 주종 별 소비

성향을 분석한다. 수요함수는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과 상품가격 등의 제약 하

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소득을 각 상품구입에 최적 배분하는 

행위의 함수 표현이다. 그러므로 수요함수를 유도함으로써 개별 소비자의 주

류 소비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약식이 있는 효용함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요함수를 유도

해내는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이용한다. 지출함수를 

특정화한 AIDS 모형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수요모형들 중에서 이론적 배

경이나 추정의 용이성 및 소비자 개념을 허용하여 소비자들 사이의 집계를 용

이하게 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선형-준이상수요체계(LA-AIDS)의 특징 

1980년에 Deaton 과 Muellbauer가 제안한 AIDS모형은 수요체계에 대한 미분된 

점근치를 제공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선택의 공리(axioms of choice)를 만족하고 있다. 

2) 소비자들의 집계를 가능하게 한다. 

3) 비선형 추정을 회피할 수 있어 추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수요이론의 0차 동차성 7(Homogeneity)과 대칭성(Symmetry) 8의 제약이 

부여 가능하다. 

 

 

                                           
7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고 모든 가격이 같은 비율로 증가했을 경우, 각 재화의 소비량이 변화

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8
 각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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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형-준이상(LA-AIDS) 수요체계의 도출 

Deaton-Muellbauer는 수요체계를 선호체계로부터 유도해내는 것이 아니고 선

호도를 PIGLOG (Price Independent Generalized LOGarithmic) 형태로 나타낸 

지출함수 형태를 이용하여 AIDS 모형을 도출하였다.  PIGLOG 소비자 선호는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일정 효용수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출을 규정하는 

지출함수로 표현된다. 효용을 u, 가격을 P, 비용함수를 c(u,p) 라 할 때 

PIGLOG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log[c(u, p)] = (1 − u)log[a(p)] + ulog[b(p)] (3-1) 

 

식 (3-1) 에서 u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u가 0이면 불만족(subsistence), 

1이면 만족(bliss)을 나타내므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선형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수식 (3-1)을 특정함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 수식 (3-2)와 (3-

3)을 (3-1)에 대입하면 AIDS 비용함수 (3-4) 가 도출된다. 

 

log[a(p)] = 0 + ∑𝑘 log 𝑝𝑘+ 
1

2
∑ ∑ ∗

𝑘𝑗
𝑘 log 𝑝𝑘 log 𝑝𝑗𝑗𝑘  (3-2) 

log[b(p)]= log[a(p)] + 0∏ 𝑝𝑘
𝑘

𝑘  (3-3) 

 

도출된 AIDS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c(u, p)] = 0 + ∑𝑘 log 𝑝𝑘+ 
1

2
∑ ∑ ∗

𝑘𝑗
log 𝑝𝑘 log 𝑝𝑗𝑗𝑘 + u0∏ 𝑝𝑘

𝑘
𝑘  (3-4) 

 

여기서 수식 (3-4)를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 개별적으로 미분하고 동치로 두면 

AIDS 모형 수식 (3-8)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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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4)의 좌변 미분값: 

Shephard 정리에 따르면 c(u, p)를 𝑝𝑖로 미분하면 특정재화의 수요량((𝑞𝑖)이 도

출된다. 여기에 
𝑝𝑖

𝑐(𝑢,𝑝)
를 곱해주면, 비용함수의 미분은 특정재화의 지출 몫으

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g[c(u,p)]

𝑙𝑜𝑔𝑝𝑖
 = 

c(u,p)

𝑝𝑖
x

𝑝𝑖

𝑐(𝑢,𝑝)0
 = 𝑤𝑖 (3-5) 

𝑤𝑖는 i 재화의 지출 몫 (budget share) 

 

수식(3-4)의 우변 미분값:  

log[c(u,p)]

𝑙𝑜𝑔𝑃𝑖
 = 𝑖 +

1

2
∑ [∗

𝑖𝑗
+ ∗

𝑖𝑗
] log𝑃𝑗𝑗 + u0𝑖∏ 𝑃𝑘

𝑖
𝑘   (3-6) 

         = 𝑖 + ∑ 
𝑖𝑗
log𝑃𝑗𝑗 + u0𝑖∏ 𝑃𝑘

𝑖
𝑘  

 

수식(3-5)와 (3-6)을 동치로 두면: 

𝑤𝑖= 
log[c(u,p)]

𝑙𝑜𝑔𝑃𝑖
=𝑖 + ∑ 

𝑖𝑗
log𝑃𝑗𝑗 + u0𝑖∏ 𝑃𝑘

𝑖
𝑘   (3-7) 

∗ 
𝑖𝑗
=

1

2
(∗

𝑖𝑗
+∗

𝑖𝑗
) 

 

주어진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라면 총 지출은 비용함수 c(u, p)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수식[3-4]을 u를 가격과 c(u,p)에 대해 변형하고 수식 

[3-7]에 대입하여 예산의 비중으로 된 AIDS 수요함수를 (수식[3-8]) 도출할 

수 있다. 

𝑤𝑖 = 𝑖+∑ 
𝑖𝑗
log𝑃𝑗𝑗=0 +𝑖 𝑙𝑜𝑔

𝐸

𝑃 
(3-8) 

𝑙𝑜𝑔𝑃= 0 + ∑𝑘 log 𝑝𝑘+ 
1

2
∑ ∑ 

𝑘𝑗
log 𝑝𝑘 log 𝑝𝑗𝑗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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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9) 의 추정은 비선형함수의 형태라 추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AIDS 모형에서는 수식 (3-9) 대신 Stone의 가격 인덱스 식 (3-10)를 

이용하여 함수를 선형화(Linearly Approximated) 하여 추정한다. 

Stone의 가격 인덱스: logP∗ =∑𝑤𝑖 log𝑃𝑖 (3-10) 

 

결론적으로 선형화(Linearly Approximated) 된 AIDS모형인 LA-AIDS 모형은 다

음과 같다.  

 

𝑤𝑖 = 
∗
𝑖+∑ ∗

𝑖𝑗
log 𝑝𝑖𝑗=0 +𝑖 log

𝐸

𝑃∗ 

logP∗ =∑𝑤
𝑖
log 𝑃𝑖 

 

상술한 LA-AIDS 모형이 소비자이론과 부합하게 하는 조건인 수요함수의 0차 

동차성, 합산조건, 그리고 대칭성제약을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제약식으로 부

가하였다. 

 

합산조건: ∑ 𝑖
𝑛
𝑖=1 = 1 , ∑ 𝑖

9𝑛
𝑖=1 = 1 , ∑ 

𝑖𝑗
𝑛
𝑖=1 = 0 

0차 동차성:∑ 
𝑖𝑗

𝑛
𝑗=1 = 0 

대칭성:
𝑗𝑖
 = 

𝑖𝑗
10 

 

 

                                           

9 𝑖=
𝑤𝑖

𝑙𝑛
E

P

는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i번째 상품의 지출 몫의 변화에 대한 실질 지출의 변

화를 의미한다. 𝑖>0 이면 사치재, 𝑖<0 이면 필수재 성향을 나타낸다. 

10 ij: = 
𝑤𝑖(u,p)

𝑙𝑛𝑝𝑖
는 실질지출(real expenditure E/P)을 일정하게 두었을 때 j번째 상품가격의 변

화율에 대한 i번째 상품의 지출 몫(budget share)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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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AIDS 모형으로 추정된 값들의 탄력성 및 분산 값 

LA-AIDS 모형을 추정한 후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과 자기가격 탄력

성 및 교차가격탄력성을 계산하였다. 

Green and Alston (1990) 에 따르면 소득탄력성과 자기가격, 가격교차탄력성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가격탄력성: 𝑖𝑖 = -1+ 
𝑖𝑖

𝑤𝑖
 - 𝑖 

가격교차탄력성: 𝑖𝑗= 
𝑖𝑗

𝑤𝑖
 - 𝑖

𝑤𝑗

𝑤𝑖
 

지출(소득)탄력성: e𝑖 = 1+ 
𝑖

𝑤𝑖
  

그리고 위에서 계산된 수요탄력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t-value를 통해 검정할 

수 있다. t-value를 계산하기 위한 탄력성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ar(𝑖𝑖) = 
1

𝑤𝑖
2 var(𝑖𝑖) - 

2

𝑤𝑖
cov(

𝑖𝑖
𝑖) + var(𝑖) 

var(𝑖𝑗) = 
1

𝑤𝑖
2 var(𝑖𝑗) -𝑖

𝑤𝑗

𝑤𝑖
2 cov(𝑖𝑖𝑖) + 

𝑤𝑗
2

𝑤𝑖
2 var(𝑖) 

var(𝑖𝑖) = 
var(𝑖)

𝑤𝑖
2   

 

그리고 탄력성들의 t-value는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해진다. 

𝑡𝑒𝑖𝑖 = 
𝑒𝑖�̂�

√𝑣𝑎𝑟(𝑒𝑖�̂�)
  

𝑡𝑒𝑖𝑗 = 
𝑒𝑖�̂�

√𝑣𝑎𝑟(𝑒𝑖�̂�)
  

𝑡𝑒𝑖 = 
𝑒�̂�

√𝑣𝑎𝑟(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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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자료의 설명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주류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산소

주, 국산맥주, 탁주, 수입위스키, 수입맥주, 수입포도주를 대상으로 한다. 국

산소주, 국산맥주, 그리고 탁주가 2010년 출고액 기준으로 95%이상을 차지하

고 있고, 수입주류도 수입맥주, 수입위스키, 수입포도주가 85%정도를 차지하

고 있으므로, 주류시장의 전체수요를 국산소주, 국산맥주, 국산탁주, 수입맥

주, 수입위스키, 수입포도주가 대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자료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별 자료이며, 국산주류는 한국주류산업협

회의 연별 출고량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수입주류는 관세청의 연별 수입자료

를 이용하였다. 수입주류의 표시 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연말 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주류시장의 총 소비액과 소비자의 

지출비중 𝑤𝑖을 도출하여 LA-AIDS 모형에 이용하였다.  

 

[표3-1]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주류 소비액 비중의 변화 

 

출처:관세청, 한국주류협회 단위: 10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선행연구가 보여온 것과 같이 국산

맥주와 소주는 서로 대체재인 듯 보인다. 수입맥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산

맥주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맥주가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모형을 통해서 국산 대기업 맥

주와 수입 맥주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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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정 방법: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LA-AIDS모형에 근거하여 주류의 수요함수를 추정하

고 탄력성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탁주, 소주, 대기업맥주, 수입맥주, 

위스키, 수입와인으로 구성된 수요체계를 추정하기 위해 표면상 무관회귀분석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이 이용되었다. 

SUR모형은 M개의 종속변수 𝑦1…𝑦𝑀  에 의해 설정된 선형회귀모형으로, 같은 

시점에서만 오차항의 공분산이 존재하고, 동시점이 아닐 경우에는 공분산이 0

인 회귀모형이다. 표면상 무관회귀분석(SUR)은 횡단면 자료의 전형적인 특성

인 이분산과 시계열 자료의 자기상관문제를 해결하면서 패널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AIDS 모형의 추정에 많이 이용된다. 

AIDS모형의 확률적 오차 항은 통상적인 OLS를 위한 기본 조건들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데 이 경우 6개의 수요방정식체계에는 동일한 설명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수요량들이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오차항이 서로 상관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표면상 무관회귀(SUR) 방법에 의해 수요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

는 것이 수요함수 추정에 적합하다. 다만 6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할 경우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특이행렬이 되기 때문에 임의의 n번째 방정식을 

제외한 n-1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고, 나머지 n 번째 방정식을 포함한 

n-1개의 방정식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위스키를 제외하고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AIDS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서 SAS의 PROC SYSLIN ITSUR 를 적용하였고, 소비

자이론에서 도출되는 가설인 지출합 제약, 동차성 제약, 대칭성 제약을 부과

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𝑤𝑖 = 
∗
𝑖+∑ ∗

𝑖𝑗
log 𝑝𝑖𝑗=0 +𝑖 log

𝐸

P∗ 

logP∗ =∑𝑤
𝑖
log P𝑖 

i: 국산소주(s), 국산 대기업 맥주(m), 탁주(t), 수입맥주(b), 수입와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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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LA-AIDS 모형의 추정결과 

1. LA-AIDS 모형계수 추정 

LA-AIDS 모형을 통한 주류수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요모형 전체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System R2 는 98.46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들의 변동 

추이를 본 모형이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1] LA-AIDS 모형 추정결과 

모혐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치 


𝑡𝑡

 0.008031 0.002339 3.43 


𝑡𝑠

 -0.00193 0.006218 -0.31 


𝑡𝑚

 -0.00233 0.006479 -0.36 


𝑡𝑏

 -0.00485 0.0015 -3.24 


𝑡𝑤

 0.001321 0.007808 0.17 


𝑡𝑝

 -0.00024 0.00269 -0.09 

𝑡 0.017435 0.023236 0.75 


𝑠𝑡

 -0.00193 0.006218 -0.31 


𝑠𝑠

 0.178604 0.039165 4.56 


𝑠𝑚

 -0.19439 0.026899 -7.23 


𝑠𝑏

 0.005097 0.005037 1.01 


𝑠𝑤

 0.011343 0.031928 0.36 


𝑠𝑝

 0.001277 0.008642 0.15 

𝑠 -0.10768 0.140144 -0.66 


𝑚𝑡

 -0.00233 0.006479 -0.36 


𝑚𝑠

 -0.19439 0.026899 -7.23 


𝑚𝑚

 0.23406 0.03707 6.31 


𝑚𝑏

 -0.01569 0.004518 -3.47 


𝑚𝑤

 -0.03374 0.035078 -0.96 


𝑚𝑝

 0.012089 0.007578 1.6 

𝑚 -0.08092 0.132153 -0.61 


𝑏𝑡

 -0.00485 0.0015 -3.24 


𝑏𝑠

 0.005097 0.005037 1.01 


𝑏𝑚

 -0.01569 0.004518 -3.47 


𝑏𝑏

 0.010482 0.002542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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𝑏𝑤

 0.003408 0.004936 0.69 


𝑏𝑝

 0.001558 0.003169 0.49 

𝑏 0.009382 0.012475 0.75 


𝑝𝑡

 0.001321 0.007808 0.17 


𝑝𝑠

 0.011343 0.031928 0.36 


𝑝𝑚

 -0.03374 0.035078 -0.96 


𝑝𝑏

 0.003408 0.004936 0.69 


𝑝𝑤

 0.082245 0.045879 1.79 


𝑝𝑝

 -0.06458 0.008093 -7.98 

𝑝 0.10896 0.127152 0.86 

참고: t=탁주, s=소주, m=국산 대기업 맥주, b=수입 맥주, p=수입 포도주 

 

2. 탄력성 계산 

1. 자기가격 탄력성 및 교차탄력성 계산 결과 

[표4-2] 자기가격 탄력성 및 교차 탄력성 계산 결과 

 탁주 소주 국산 대기업 맥주 수입 맥주 수입 포도주 

탁주 -0.49 

(-1.09) 

    

소주 0.28*** 

(-6.57) 

-0.83*** 

(-7.43) 

   

국산 대기업맥주 0.37*** 

(-9.98) 

-0.21*** 

(-3.47) 

-0.92*** 

(-11.12) 

  

수입 맥주 -0.31*** 

(-3.84) 

0.30*** 

(20.62) 

0.41* 

(1.65) 

-0.44*** 

(-3.16) 

 

수입 포도주 0.05 

(0.13) 

0.38 

(0.61) 

0.37 

(0,54) 

0.21*** 

(2,15) 

-2.30*** 

(-14.69) 

참고: ***, **, 그리고 * 는 각각 1%, 5%, 10% 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을 통해 특정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정재화의 자기가격변화에 따른 특정재화의 수요변화는 자기가격 탄력

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기가격변화에 대한 타 재화의 수요변화는 교차탄력

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은 [표4-2] 에 나타나있다. 계산된 자기가격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이면 특정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사치재임을 뜻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특정재화가 일반재

임을 뜻한다. 또한 교차가격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이면 특정재화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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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승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상승하는 대체재의 특성을 보임을 뜻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보완재의 특성을 보임을 뜻한다.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의 절대값의 크기가 작을수록 타 주종수요변화와 자기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해

당주류에 대한 고정 수요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자기가격 탄력성을 AIDS 모형 추정치에 근거하여 계산한 결과는 탁주가 -0.49, 

소주가 -0.83, 국산 대기업맥주가 –0.92, 수입맥주가 -0.44, 수입포도주가   

-2.30 로 나타났고, 일반적인 인식과 일관적이게 주류는 일반재라는 결과가 

도출됬다. 탁주, 소주, 국산 대기업 맥주, 수입맥주는 가격이 자기가격탄력성

이 1 이하로 재화의 가격이 1% 감소함에 따라 그 재화의 소비량이 0.44~0.92% 

이하 증가하는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반면에 수입 포도주의 자기가격탄

력성은 -2.30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가격이 1% 하락하면 소비량이 2.30% 증

가하므로 개인소득 상승에 따라, 그리고 FTA등과 관련한 이유로 수입 포도주

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자기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클수록 해당주류에 대한 주류 시장 내 고정 수요

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위의 탄력성 계산 결과는 국내 주류시장

에서 타 주종에 비해 수입 포도주가 시장 정착이 잘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른 주류에 비해 수입 포도주 수요자들은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 포도주 소비

를 매우 탄력적으로 줄이는 소비형태를 보였으며, 다른 주류로 수요가 옮겨 

감을 수입포도주와 타 주종간의 교차탄력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산 

대기업 맥주의 자기가격탄력성은(-0.92) 수입맥주의 그것(-0.44)보다 더 높게 

계산되었다. 이는 트렌드모니터의 설문조사 결과인 ‘국내 대기업 맥주는 저

렴해서 먹는다’ 는 설문결과와도 일관성 있게 자기가격변화에 수요량이 타 

주종 대비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LA-AIDS 모형 추정결과에 기반하여 도출된 교차탄력성은 주종간의 대체관계를 

보여준다. 연구결과 탁주는 일반적으로 국산 주류와 대체관계를 보이고, 수입

주류와는 보완관계를 보였다. 탁주와 소주의 교차탄력성은 0.28, 탁주와 대기

업맥주는 0.37, 탁주와 수입맥주는 -0.31로 계산되어 보완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포도주

와의 교차탄력성은 0.05로 약한 대체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국산주류와는 대체관계를, 그리고 수입주류와는 보완관계가 나타난 데에

는 탁주의 가격대가 국내주류의 그것과 비슷하고 주류 시장에 대한 수요가 뚜

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핵심인 소주와 국산/수입맥주간의 교차탄력성 도출 결과는 대부분

의 선행연구의 그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기업맥주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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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맥주를 하나의 변수로 묶어 소주와 교체탄력성을 도출하였고 맥주와 소주간

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주와 대기업맥주

간 교차탄력성은 -0.21로 계산되어 보완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소주와 수입맥주간의 교차탄력성은 0.30, 소주와 수입 포도주간의 교

차탄력성은 0.38로 계산되어 대체관계가 존재함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소주와 국내 대기업 맥주간의 대체탄력성과 소주와 수입맥주간

의 대체탄력성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 것은 소비자들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에 대한 소비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데는 ‘소맥’문화의

의 영향이 크다.‘소맥’은 대기업 맥주와 국산 소주를 섞어서 음용하는 문화

로서 리서치 전문기관 마케팅인사이트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 기

준 최근 술자리의 1차에서 마신 술은 소주가(60.4%)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맥주(33.7%), 그리고 ‘소맥’(1.7%)의 순이었다. 같은 설문을 2012년 상반기

에 실시한 결과 소주가 50.5%, 맥주가 24.1%, 그리고 소맥이 11.7% 로 나타나, 

맥주와 ‘소맥’의 소비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산맥주소비 비중과 소맥소비 비중의 동반증가 추세는 대기업 맥주를 

소비하는 소비량 중에 ‘소맥’의 소비량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과 

주류소비문화에 ‘소맥’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

로‘소맥’소비문화의 확산은 대기업 맥주와 소주간의 보완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산 대기업 맥주는 수입맥주와의 교차탄력성이 0.41로 계산되어 서로 경쟁하

는 대체재로 나타났다. 이는 맥주시장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국산맥주의 

출고액은 오히려 역성장 했던 출고액 변화 추이와도 일치한다. 위의 [표3-1] 

에서 국산맥주의 주류시장 출고액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수입맥주의 출고

액은 빠른 성장을 보여왔던 변화세를 고려하면 국내 주류시장에 대기업맥주보

다 맥주 종류가 다양하고 맛이 더 좋은 수입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대기업 맥주를 주로 소비하던 수요가 수입맥주를 소비하는 수요

로 옮겨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 맥주는 수입포도주와의 교

차탄력성이 양의 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입 포도주의 교차탄력성 결과는 수입주류간에 대체성을 띄고 유의한 통계결

과가 나타났다. 수입맥주와의 교차탄력성이 0.21로 계산되어 대체재로 나타났

다. 국산주류인 탁주, 국산 대기업 맥주, 소주와의 교차탄력성은 양수로 나타

나 대체성을 띄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류간 탄력성 도출결과 

수입주류는 수입주류간에 대체성이 나타났고, 국산주류는 국산주류간에 대체

성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우의 탁주에서의 결과와 같이 가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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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주류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수입주류는 수입주류끼

리, 국산주류는 국산주류끼리 교차탄력성이 양수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2. 소득탄력성 계산 결과 

 탁주 소주 국산 대기업 맥주 수입 맥주 수입 포도주 

소득탄력성 

(t-값) 

2.19 

(1.37) 

0.69* 

(1.72) 

0.81*** 

(2.76) 

1.51*** 

(2.21) 

1.90 

(0.77) 

참고: ***, **, 그리고 * 는 각각 1%, 5%, 10% 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또한 소득탄력성을 통해 소득의 백분율 변화에 따른 특정 재화의 수요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탄력성을 LA-AIDS 모형 추정치에 근거하여 계산한 결과

로는 탁주가 2.19, 소주가 0.69, 국산맥주가 0.81, 수입맥주가 1.51, 수입포

도주가 1.90으로 도출되었다. 모형 분석을 통하여 계산된 탁주, 소주, 수입 

포도주의 소득탄력성은 모두 양수로 계산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계산된 탄력성 계수의 부호는 양(+)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주류의 소비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국산 대기업 맥주와 수입맥주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수입맥주가 대기

업 맥주보다 소득증가에 더 탄력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류 소비자들이 수입맥주가 대기업맥주에 비교하여 품질과 

맛이 좋다고 여겨지는 기사들과 ‘국산맥주가 저렴해서 소비한다’는 트렌드

모니터의 설문결과와 일관성 있었다.  

소득탄력성 결과는 주류소비자들은 국산주류보다 수입주류에 대해 더 높은 소

득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입포도주의 소득탄력성은 1.9066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국산주류들의 소득탄력성 평균인 0.75를 훨씬 뛰어

넘는 값이 계산되었고, 수입맥주의 소득탄력성은 1.515로 국산맥주의 소득탄

력성(0.81) 보다 더 탄력적이었다.  

앞으로도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

비자들은 맥주를 소비할 때 대기업 맥주가 아닌 수입맥주를 더 탄력적으로 소

비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

류 시장에서의 국산 대기업 맥주의 증가세는 0%에 가까웠지만 수입맥주의 소

비 증가세는 25%정도로 탄력적 이었다. 과거 추세도 그래왔었고 국산 대기업 

맥주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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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와의 비교 

1) 자기가격 탄력성 및 교차 탄력성 계산 결과 

  탁주 소주 국산 대기업 맥주 수입 맥주 수입 포도주 

탁주 
-1.72** 

        
(-1.92) 

소주 
1.21*** -2.25*** 

      
32.35 (-30.17) 

국산 

대기업맥주 

2.08*** 0.3*** -1.78*** 
    

(5.65) (3.78) (-2.25) 

수입 맥주 
-0.31*** -0.29*** 0.001 -0.89*** 

  
(-2.75) (-60.9) (0.002) (-6.12) 

수입 

포도주 

-0.18 -0.18 0.78*** 0.21*** -0.94*** 

(-0.6) (-0.61) (18.36) (2,15) (-14.69)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중 측정 데이터 기간이 겹치는 정

연제 (2005) 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주류시장 데이터 시계열 

범위를 1996년부터 2004년까지로 제한한 후 LA-AIDS 모형에 대입해 수요함수

를 다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기가격탄력성은 모두 음수로 나타나 일반재임을 보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성 있었다. 탁주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국내주류간에는 대체성을 

띄었고, 국내주류와 수입주류간에는 보완성을 띄었다. 본 연구의 핵심이었던 

소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간의 수요관계는 대체재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주와 

수입맥주는 보완재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소맥’ 소비문

화가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맥’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소비 문화이기 때문에 분석 자료를 1996

년부터 2004년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소비함수 결과와는 차이를 보

였다. 국산 대기업 맥주와 수입맥주간의 소비관계는 약한 대체성을 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수입맥주는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수

입 포도주와 대체관계를 보였고 국내 주류와는 보완성을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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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탄력성 계산 결과 

  탁주 소주 국산 대기업 맥주 수입 맥주 수입 포도주 

소득탄력성 4.9 3.11*** -0.82*** 1.34 1.23*** 

(t-값) (1.29) (32.87) (-2.09) (1.09) (5.12) 

 

1996년부터 2004년으로 주류데이터를 한정한 후 LA-AIDS 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에 대한 소득탄력성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국산 대기업 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종에 대해서 소득탄력성은 양

의 수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국산 대기업 맥주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0.82로 계산되어 열등재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소득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의 국내 대기업 맥주 출고액이 

2004년의 그것에 비해 역성장 했기 때문에 음의 소득탄력성이 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주의 소득탄력성은 3.11로 계산되어 분석에 포함된 주종 중 가장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였다. 이는 1998년 즈음부터 시작되었던 소주의 저도주

화 트렌드에 기인하여 소주에 대한 소비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따라서 소주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여 3.11이라는 높은 소득탄력성이 도출된 것으로 보

인다. 

소득탄력성 계산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국내 주류들의 소득탄력성이 수입주류

의 소득탄력성보다 더 높게 계산되었다는 사실이다. 동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

탄력성을 계산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2004년

까지의 기간은 국내 주류시장에서 소주의 저도주화 등의 이슈로 인해 주류 시

장 내 국산소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시점이

었기 때문에 국산주류가 수입주류보다 더 높은 소득탄력성이 계산되었다고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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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요약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종들의 수요함수를 파악하고 주종간 보

완 및 대체 관계를 밝히기 위해 주류 총 출고액으로부터 해당 주류가 차지하

는 출고액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설명변수로는 국산탁주, 국산소주, 

국산맥주, 수입맥주, 수입위스키, 그리고 수입포도주의 가격과 수량을 독립변

수로 사용하여 LA-AIDS 모형을 설정하고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수입맥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의 소비자 수요형태를 밝히

는 데 있으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류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각각 -0.92와 -0.44으로 추정되어 수입맥주가 

상대적으로 가격변화에 대해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맥주 주종이 다양하고 품질(맛)이 더 좋음에 기인한다.  

수입맥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41로 수입맥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는 서로 대체재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류시장 전체에서 차

지하는 수입맥주의 소비비중이 증가해 왔고, 국산맥주의 그것이 하락해온 추

세와도 일관성을 보였다. 수입맥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의 소비비중 변화의 차

이는 상술했듯이 맥주주종의 다양성과 품질(맛)의 차이에 기인하였다. 주로 

저품질 라거 맥주만 생산 판매하고 있는 국산 대기업 맥주 업체가 다양한 주

종의 고품질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수입맥주 업체에게 맥주소비자들을 빼앗기

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맥주가 국내 대기업 맥주만 있는 것은 아니

다. 2002년도에 도입되었던 소규모 맥주 제조자 제도로 인하여 고품질 라거뿐

만 아니라 非라거맥주 또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생산비용과 

유통상에서의 규제제약으로 인하여 정부의 점진적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112개나 되었던 제조면허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기준 34

개 밖에 남지 않았다. 추가적인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산 맥주간의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현재 국내 대기업 맥주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품질과 제한된 맥주주종의 단점을 보완해 국산맥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소비함수 분석결과는 국산맥주가 다양한 맥주 주종과 고품질의 제

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호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내 맥주 산업

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안한다. 국산맥주 판매량의 99%는 대기업 

맥주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하이트진로와 오비라거의 복점체제로 구성되어 있

다. 그랬기 때문에 국산 대기업 맥주는 제품 R&D에 인센티브가 없었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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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품품질 발전에 게을렀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부족한 국산맥

주는 수입맥주 소비문화의 확대에 따라 맥주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국산 

맥주에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내 맥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품질 라거와 非라거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자들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산 맥주 주종의 

다양화와 품질 제고를 꾀하여야 한다. 정부의 소규모 맥주제도 규제완화는 국

산 맥주의 다품종화와 고품질화를 촉진해 국산 맥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주류 종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와 국내로 수입되는 주종도 합쳐 주류 소비자 수요함수를 추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료의 가용성 부족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밖에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가 월간/분기자

료가 아닌 연간자료라 소비자 수요함수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쉽다. 또한 소규모맥주 매출액을 따로 구하지 못하여 직접적으로 국내 

대기업 맥주와 수입맥주와의 대체/보완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되는 기초자료를 

월간단위로 세분화 하고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매출 변화추이가 포함된 자

료를 토대로 소비자 수요함수 추정을 할 수 있다면 국산 대기업 맥주와 수입

맥주 뿐만 아니라 국내 소규모맥주도 포함한 맥주 생산 업체 간 대체/보완 관

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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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lcohol, especially beer, 

consumption in South Korea. Alcohol items are divided into six commodity 

groups, takju, soju, domestic beer, imported beer, imported wine, and 

imported whiskey. We apply the Linearly Approxim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LA/AIDS) to estimate alcohol demand system in South Korea.  

Empirical results show positive expenditure elasticity of 0.81 for 

domestic beer and 1.51 for imported beer. Also Marshallian own price 

elasticity is -0.92 for domestic beer and -0.44 for imported beer, and 

cross price elasticity is 0.41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beer.  

Analyzed results indicate that South Korea’s domestic breweries have 

struggled increasing their market share in beer market in terms of sales, 

due to their inferior beer quality and lack of beer variety. In order to 

foster domestic beer development in quality and variety, South Korea’s 

law legislators should further relax regulatory terms towards the small 

house breweries to foster development and competition among domestic 

brew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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