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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국의 농식품 수입수요 

탄력성 추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전 은 화 

 

탄력성 분석은 국제무역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Colin 

Andre Carter & Walter H Gardiner, 1988). 무역에서 탄력성 추정이 중요

한 원인 중 하나는 이를 통해 한 나라의 수출입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효과

적인 예측과 함께 향후 무역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중국 수입 농식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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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료를 활용하여 품목군별 수입수요의 장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

정하였다. 나아가 추정한 탄력성을 활용하여 2018년 중국 농식품 수입 변

화량을 예측하였다.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는 장기에서 대체로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에 가공농식품일수록 가격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다만 장기에도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나타난 두 품목군은 HS12류

(채유용 종자∙인삼)와 HS19류(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이다. 이 두 품

목군에서 중국이 농식품 수입 중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대두와 분유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중국이 대두에 대한 수요가 시급한 동시, 공급이 부

족함을 알 수 있으며, 후자는 공급 부족보다 농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장기에서 소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제4

부(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HS22류(음료, 주류, 식초)는 3.69로 가장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추정되었다. HS04류(낙농품∙조란류∙천연꿀)은 유일하게 소득탄력성이 가격

탄력성보다 높게 나온 품목군이다. 이는 해당 품목군에서 가격과 소득이 같

은 비율로 상승하더라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HS04류를 수입할 것을 의미한

다.  

시장경제 이론과 부합되게 대부분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의 가격은 장기에

서 단기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장단기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대부분 소득탄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세금과 같은 가격변수의 조정을 통해 수입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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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중국의 국민소득이 지속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중국 정부는 농

가의 농업소득 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 탄력적인 수입

대체품목(예를 들면,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산, 낙농품, 과일 등)

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정책적 시선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주요어: 탄력성, 농식품 무역, 불완전 수입수요함수, 자기회귀분포시차 모형, 

한계검정 

학  번: 2017-26341 

 

 

 

 

 

 

 

 

 

 

 

 

 



- iv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4 

1. 이론적 배경 ................................................................................................. 4 

2. 선행연구 ...................................................................................................... 7 

제 3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9 

제 4 절 논문의 구성 ................................................................................ 11 

 

 

제 2 장 중국 농식품 무역 및 소비 현황 ........................................... 13 

제 1 절 중국 농식품 무역 현황 ............................................................... 13 

1. 중국 농식품 수출입 동향 ......................................................................... 13 

2. 중국 농식품 수출입 주요 시장 ................................................................ 15 

3. 중국 농식품 주요 수출입 품목군 ............................................................. 16 

제 2 절 중국 농식품 소비 현황  ............................................................. 20 

제 3 절 중국 농식품 수입 가격 추이  ..................................................... 24 

 

 

제 3 장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 27 

제 1 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 27 

제 2 절 모형 및 변수 설정 ...................................................................... 32 



- v - 

 

1. 수입수요함수 ............................................................................................ 32 

2. 자기회귀분포시차 모형 ............................................................................ 35 

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 40 

1.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결과 ........................................................... 40 

2. 장기적 영향 분석 및 통계 검정 .............................................................. 44 

2.1 장기적 가격 영향 분석 ......................................................................... 44 

2.2 장기적 소득 영향 분석 ......................................................................... 47 

2.3 통계 검정 결과 .................................................................................... 53 

3. 단기적 영향 분석 및 수입 예측 .............................................................. 57  
 

 

 

4 장 요약 및 결론 ........................................................................... 63 

 

참고문헌 ......................................................................................... 66 

부록 ................................................................................................ 69 

Abstract ......................................................................................... 81 

감사의 글 ........................................................................................ 84 

 

 

 

 

 

 



- vi - 

 

표 목차 

 

[표 2-1] 중국 무역 및 농식품 무역 변화(‘00년~’17년) ..................................... 14 

[표 2-2] 중국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엥겔지수 추이(‘00년~’17년) ................... 21 

[표 2-3] 중국 1인당 농식품 연간 소비량 추이(‘00년~’16년) ............................ 23 

[표 3-1] 원자료(수준변수)의 기초 통계량 .......................................................... 31 

[표 3-2] 종속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 42 

[표 3-3] 공적분검정 결과 .................................................................................... 43 

[표 3-4] 공적분검정의 F통계량 임계치 ............................................................... 43 

[표 3-5] 제1, 2부 장기영향계수 및 통계 검정결과 ............................................. 50 

[표 3-6] 제3, 4부 장기영향계수 및 통계 검정결과 ............................................. 51 

[표 3-7] 단기영향계수(HS01류~HS12류) .......................................................... 59 

[표 3-8] 단기영향계수(HS13류~HS24류) .......................................................... 60 

 

 

 

 

 

 

 

 



- vii - 

 

그림 목차 

 

[그림 2-1] 주요 농식품 수입국의 수입 증감률(‘00년~’16년) ............................ 14 

[그림 2-2]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 시장 비중(‘17년) ........................................... 16 

[그림 2-3]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군 비중(‘17년) .................................. 17 

[그림 2-4]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군 무역 비중 변화 추이(‘05년~’17년) ......... 18 

[그림 2-5]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입 품목군 비중(‘17년) .................................. 19 

[그림 2-6]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군 무역 비중 변화 추이(‘05년~’17년) ......... 19 

[그림 2-7] 중국 인구수와 1인당 소득 및 농식품 소비 추이(‘00년~’17년) ....... 20 

[그림 2-8] 주요 수입 품목 가격 추이-1(‘14년~’18년) ..................................... 25 

[그림 2-9] 주요 수입 품목 가격 추이-2(‘14년~’18년) ..................................... 26 

[그림 2-10] 2018년 1분기 10대 수입 품목 가격 현황 ...................................... 26 

[그림 3-1] HS-2단위 분류별 농식품 품목.......................................................... 30 

[그림 3-2] 모형 추정 흐름도 ............................................................................... 39 

[그림 3-3] 대두 및 분유의 수입수요 추이(‘08년~’17년) ................................... 47 

[그림 3-4] 품목별 장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비교 .............................................. 52 

[그림 3-5] 2018년 가격 변화(부가가치세 2% 감소)에 따른 품목군별 수입 변화 

량 예측 .................................................................................................................... 61 

[그림 3-6] 2018년 소득 변화(GDP 6.6% 증가)에 따른 품목군별 수입 변화 량 

예측 ......................................................................................................................... 62 

 

 

 



- viii - 

 

부표 목차 

 

[부표 1] CUSUM 및 CUSUMSQ 검정 결과......................................................... 69 

[부표 2-1] 각 시차 별 가격변수의 영향(HS01~HS12) ..................................... 77 

[부표 2-2] 각 시차 별 가격변수의 영향(HS12~HS24) ..................................... 78 

[부표 2-3] 각 시차 별 소득 변수의 영향(HS01~HS12) ................................... 79 

[부표 2-4] 각 시차 별 소득 변수의 영향(HS12~HS24) ................................... 80 



- 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식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기타 공산품 가격과 비교하면 가격변동이 크

다. 농식품가격이 이런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원인은 비록 농식품에 대한 수

요는 안정적이지만 공급 측면에서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생산에 불리한 요

소로 인해 공급이 영향을 많이 받아 공급이 조금만 감소해도 농식품가격은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식량으로 쓰이던 곡물, 특히 옥수

수는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연료로도 사용

되면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국제 곡물 시장에서 투기세

력의 활약으로 농식품 가격은 더욱 더 심한 파동을 보인다. 따라서 가격 변

동이 농식품 수요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농식품 수급 균

형에 큰 현실적인 의의를 가져다줄 것이다. 또한,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소

득 수준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농식품 소비 구조도 날로 변화하고 있다. 그

러므로 소득 변화에 따른 농식품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농식품 공급

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식량을 통제하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전 농업부장 존 불럭이 말한 식량은 유력한 정치

적 무기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농식품이 이런 전략적 지위를 가질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의 낮은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 때문이

다. 따라서 농식품의 정확한 가격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발전 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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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정책 및 무역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017년까지 중국은 농식품1 소비국 1위, 농식품 수입국 2위인 나라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본 연구는 농식품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 및 소득의 민

감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전체 무역은 해마다 흑자를 보이지만 농식품은 해마다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의 중국 농식품 수출 및 수입액은 

각각 35,473 백만 달러, 33,188 백만 달러였는데, 2017년도에는 각각 

74,176 백만 달러, 115,843 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

면 수출은 109% 증가하였지만, 수입은 무려 24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향후 중국의 농식품 무역 적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86 억 명의 농식

품 소비 인구를 보유한 국가라는 것이다. 게다가 2015년도에 인구 증가를 

통제하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해서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망률은 하락하고 1인당 평균 수명은 점점 길

어져 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둘째, 소득증가에 따

른 농식품 소비 증가이다. 2017년 기준, 중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8,690달러로 2000년도(약 940달러)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민소

득 증가로 인한 1인당 농식품 소비 지출도 같은 기간 동안 2.5배나 증가하

였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더 확대될 것으로 

                                           
1 본 연구의 농식품은 한국무역협회에서 통계한 HS01~HS24로 정의한다. 



- 3 - 

 

전망된다. 셋째, 농식품 다양성과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의 농식품 소비는 음식의 양(量)보다는 질(質)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속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입 농식

품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중미 무역마찰 이슈로 농식품 무역은 다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

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에 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탄력성은 국제무역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

이며, 무역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으로 관세와 같은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효과적

인 수입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서 시장수급 균형을 이루는데 현실적인 의의

를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중국 농·축·수산물 전체를 기준으로 탄력성을 

추정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

고, 농식품 품목군별로 수입수요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장단기적인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균형을 이룬 장기에

서만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중국 거시 데이터가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계 유무 검정을 표본 크기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에 단점을 극복하고 2008부터 2017년 사이의 월

별 자료를 이용하여 24개 품목군별의 수입수요의 가격 및 소득의 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분석을 이루어 중국 농식품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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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경제학의 탄력성 개념은 1890년 영국의 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이 《경제학의 원칙》(Principles of Economics)에 최초로 도입

하였다. 탄력성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정도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탄력성은 중국의 품목군별 수입수요의 가격 및 

소득의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대한 무역 흐름의 민감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경제 문제와 정책 이슈의 해결책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많은 이론적 발전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Carter & Gardiner, 1988). 가격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GATT 2  체제 아래 8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직관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식(1)과 같게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 상품은 

가격 변화와 수요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부호는 음(-)으

로 전제하고 절대값을 취해 비교한다.  

 

                                           
2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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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ε𝑑𝑑| =
∆𝑄𝑄

𝑄𝑄�
∆𝑃𝑃

𝑃𝑃�
= ∆𝑄𝑄

∆𝑃𝑃
∙ 𝑃𝑃
𝑄𝑄

= %수요량의변화

%가격의변화
3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하지만 대체로 상

품 자체의 특성, 대체품의 특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상품 자체의 특성이란 상품의 질, 상품의 사용 시간 등을 의미한다. 대부분 

질이 좋을수록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이며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을 것이다. 둘째, 대체

품 특성의 의미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차체의 특징에만 영향

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체 상품의 질, 사용시간 등을 포함한 특징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통 대체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의 선택 여

지가 많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식(2)과 같게 표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

호가 상품 속성판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

하지 않는다.  

 

 (2) η𝑑𝑑 =
∆𝑄𝑄

𝑄𝑄�
∆𝐼𝐼

𝐼𝐼�
= ∆𝑄𝑄

∆𝐼𝐼
∙ 𝐼𝐼
𝑄𝑄

= %수요량의변화

%소득의변화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한 나라의 소득 수준, 소득의 증가 빈도, 과시 효과4 

                                           
3 본 연구에서 토론하는 대상은 수입수요이기 때문에 모든 Q는 수입량을 뜻한다. 

4 경제학에서 과시 효과(demonstration effect)란 어떤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그의 

주변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Duesenberry,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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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소득 수준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농식품, 복장은 필수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탄

력성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수

치는 선진국보다 높을 것이다. 다음, 소득의 증가 빈도는 시간적 개념을 도

입한 측면에서 분석하면 보통 소득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소득탄력성

은 낮을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식품은 필수재로써 수요의 가격 및 소

득탄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회적 영향을 받아 반드

시 비탄력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인은 김치를 선호한다. 하루 

세끼에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김치는 필수품이며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하

지만 김치의 브랜드가 점점 많이 출시되면서 대체품의 수량도 증가하고 있

다. 이러면 애초에 소비하던 브랜드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높아지며 소득탄

력성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어떤 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김

치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품이 많다고 해도 가격탄력성은 

낮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연구자나 정부 관계

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농식품 수출입 탄력성은 농식품 무역 정책

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urkse,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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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연구 

 

기존에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자 간 무역보

다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도 주로 농식품

을 포함한 중국 전체 수입이거나 농·축·수산물을 한 산업군으로 통합한 

집계 데이터(aggregate dat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구간 또는 분석

방법의 차이로 연구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范金∙王艳∙梁俊伟(2004)는 1988부터 2002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

하여 중국의 14개 수입 상품군의 장기적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상품군

은 2002년도에 출간한 “중국투입산출표”(《投入产出表》2002版)에 분류

방식을 따랐으며 그 중 대표적인 상품을 선정하여 추정하였다. 결과는 농식

품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6이며, 가공농식품 및 담배(설탕, 식물

성 기름, 기타 식물성 기름)는 -0.32이다. 가공농식품 및 담배는 모든 상

품군에서 최저 가격탄력성으로 추정되었고 농업은 석유(-0.38)에 이어 3

번째로 낮은 탄력성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저자가 추정한 중국 전체 수입수

요의 가격탄력성(-1.08)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

업의 대표 상품을 수요가 비교적으로 큰 밀, 목화, 원목, 양모 4개로 추정한 

것은 중국의 농식품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과소 평가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冯冲(2007)은 1986부터 2005년까지 20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탄력성이 높은 품목은 향

신료(-2.84), 뿌리와 줄기(-1.47), 콩류(-1.34)이며, 낮은 품목은 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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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채소(-0.06), 주류(-0.23)이다. 대부분 품목군의 수입 탄력성은 

수출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마셜 러너(Marshall-Lenrner)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가 대상으로 한 품목에서 중국은 무역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孔凡玲∙李彦民(2013)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에 적용하여 환율변동이 밀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는,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명목실

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1% 증가하면, 밀의 수입은 

18.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안화 절상은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밀 수입에 반영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위안화의 명목실효환율이 1% 증

가하면, 밀의 수입은 26.5%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격 상승이 중국 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결

론을 내렸다. 

Cheng∙Gao∙Seale(2015)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국 육류 수입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Khan, 1974)의 수입수요 

모형을 바탕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결과는 수입가격과 실질 GDP가 중국 육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

국 소비자는 고단백 상품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정된 육류 품목 중 소고기(4.45)와 양고기(3.89)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1.77)와 소고기(-1.58)의 가격탄력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주요 육류의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

은 가격탄력성보다 높으므로 만약 중국 소비자의 소득과 육류의 가격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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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속도로 증가할 경우, 중국 정부는 육류에 대한 수입을 계속 확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연도 구간에서의 주요 육류 수출국

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본다. 

 

 

 

제3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국 농식품 품목군별 장단기 수입수요의 가격탄

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정 결과로 중국 수입 농

식품 소비 특징에 대한 분석 및 무역 정책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

도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식품 품목군별로 연관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농식품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한다. 대부분 실증 분석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수입수요함수는 완벽 대체 모형 (perfect substitutes 

model)과 불완전 대체 모형 (imperfect substitute model)이었다(Carter & 

Gardiner, 1988; M. Goldstein & M. Khan, 1985). 모형 선택은 수입(수출)

된 상품이 국내(국외)에서 생산된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별성 여부

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대체 모형을 택한다. 즉 중국이 

세계로부터 수입한 농식품은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과 완벽한 대체재

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 예를 들면 한·중·일 세 나라는 오랜 벼농사 

역사를 하고 있으며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고 있다. 다만 쌀의 품질과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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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자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쌀은 중국의 쌀과 차별성이 있으며 완전 대체재라고 할 수 없다. 

시계열은 불안정성 (non-stationar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

며, 불안정한 시계열은 가성 회귀(spurious regression)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시행한다. 따라서 불안정한 시계열일 경

우에는 차분을 통해 안정한 시계열로 만든 이후 다음 분석 절차로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안정한 시계열의 의미는 미래는 확률적으로 과거와 같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하여 일반화된 통계 특징을 얻음으로 

미래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Pesaran, Shin과 

Smith(2001)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매개 변수에 대한 단위

근 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이 방법은 불완전 대체 수요함수를 

오차수정항이 포함된 자기회귀분포시차(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차수정항 부분을 F 통계를 기초한 

한계검정(bound test)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공적분(cointegration)을 확인

한다. ARDL모형에 합당한 지연 계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또는 SC(Schwarz criterion)로 선정한다. 나아가 공적분관계 존재 시 변수 

간의 단기 및 장기계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추정결과의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우선 

                                           
5 단 Pesaran, Shin과 Smith가 제시한 방법은 모든 시계열 변수가 최대 1차 차분

(I(d), d≤1)만으로 정상인 시계열이 될 수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있다. 대부분 시계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예외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해 별도의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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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ush-Godfrey 의 LM(lagrange multiplier) 검정으로 오차항에 자기상관

관계(serial corelation)존재 여부를 검정했다. 따라서 이분산을 검정하는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을 시행했다. 나아

가 Jarque-Bera 검정에 의하여 오차항의 정규분포 여부를 검정했다. 마지

막으로 모형 설정상의 오류를 테스트하는 RESET(regression equation 

specification error test )검정 및 구조적 변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CUSUM(cumulative sum) 검정을 시행했다.  

 

 

제4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핵심적 이론 배

경과 선행 연구에 대해 검토를 한다. 그리고 연구 목적과 분석 방법을 소개

한다. 

2장에서는 추정결과를 더욱 전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위해 2008년부

터 2017년까지 중국 농식품 수출입 현황, 소비 현황, 나아가 10대 수입 품

목별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농식품 무역의 전체 현황에 대해 

대체적인 파악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 실증 분석방법 및 추정 결과를 논의한다. 우선 

분석에 사용한 시계열 자료, 설정 변수 및 기초 통계량의 설명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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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국의 농식품 수입수요함수에 적용한 자기회귀분포시차 모형을 제시

한다. 나아가, 중국 농식품 24개 수입 품목군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이

에 대한 함의를 설명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 또는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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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농식품 무역 및 소비 현황 

 

제1절 중국 농식품 무역 현황 

 

1. 중국 농식품 수출입 동향 

 

중국은 대부분 농식품의 자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농식품 소비 구조가 변화하면서 품목별로 수입이 증가해서 농식품 무

역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었다(이주량, et al., 2014). 2017년 WTO 자료

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에서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

입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세계 농식품 무역 총액은 2016년 2조 2,972억 

달러에서 2017년 2조 2,619억 달러로 1.5% 감소하였지만, 중국의 농식품 

무역 총액은 2016년의 1,729억 달러에서 2017년의 1,900억 달러로 10%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2-1] 참조).  

지난 17년 동안 6  중국 농식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8.2%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농식품 수입국들과 비교하면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0년에 비해 2016년의 수입액은 692.5% 

증가 하였으며, 주요 농식품 수입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여주었다([그

                                           
6 2000년~2016년. 전체 농식품 수입 국가 자료는 WTO에서 2016년까지만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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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1] 참조).  

[표 2-1] 중국 무역 및 농식품 무역 변화(‘00년~’17년) 

단위: 억 달러 

연도 20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중국 무역총액 4,743 25,604 29,723 38,674 43,063 35,678 40,692 

수출액 2,492 14,289 15,784 20,501 23,432 21,349 22,792 

수입액 2,251 11,315 13,939 18,173 19,631 15,229 17,900 

무역수지 241 2,974 1,845 2,328 3,801 6,120 4,892 

▪중국 HS(01-24)류 268 893 1,086 1,531 1,777 1,729 1,900 

수출액 162 389 476 610 694 713 742 

수입액 103 504 610 921 1,083 1,016 1,158 

무역수지    59 -115 -134 -311 -389 -303 -416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1] 주요 농식품 수입국의 수입 증감률(‘00년~’16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세계무역협회(WTO)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한국 인도

2000년（左） 69,114.9 19,543.7 45,024.5 62,150.0 26,363.1 32,541.1 30,142.3 29,904.6 18,306.9 17,137.2 15,271.8 12,836.5 3,993.2

2016년 （右） 159,547. 154,884. 107,896. 73,888.2 69,414.6 66,900.8 63,331.5 53,458.1 40,520.0 40,311.2 37,727.4 32,491.4 29,031.7

증감률 130.8% 692.5% 139.6% 18.9% 163.3% 105.6% 110.1% 78.8% 121.3% 135.2% 147.0% 153.1% 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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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중국의 농식품 무역 적자가 시작되었지만7, 이전부터 농식품 

수입은 이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은 세계

무역협회의 회원국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2002과 2017년의 농식품 수출액 

및 수입액을 비교하면, 수출은 17.4억 달러에서 741.8억 달러에 도달했고, 

수입은 10.3억 달러에서 1158.4억 달러로 천억을 돌파했다. 수출은 41.6배 

증가하였지만, 수입은 무려 111.2배 증가하였다. 중국 농식품 수출은 세계 

농식품 수출의 6%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10.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2. 중국 농식품 수출입 주요 시장 

 

2017년 기준 중국 농식품 중 약 65% 되는 물량이 주로 아시아 시장으

로 수출되는 것과 달리, 주요 수입 시장은 남미와 북미지역으로 각각 

28.8%, 23.7%를 차지하였다([그림 2-2] 참조). 최근 들어 북미지역의 중

국 수출 비중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미지역이 중국에 수

출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2017년 처음으로 미국을 

초과하여 중국의 농식품 수입시장 1위에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대륙)에서 

농식품을 주로 수출하는 상위 5개 지역은 산동성(22.7%), 광동성(12.7%), 

복건성(11.9%), 절강성(4.6%), 요녕성(4.4%)이며, 주요 수입 지역은 상해

시(15.4%), 광동성(14.4%), 북경시(12.3%), 산동성(11.4%)와 강소성

(10.6%)이다. 주요 수출입 지역의 순서 및 비중은 전년 대비 모두 비슷한 

                                           
7 WTO의 HS01~HS24의 기준으로는 2004년부터 무역적자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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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 시장 비중(‘17년) 

                          단위: % 

자료: 商务部. ｢中国进出口月度统计报告－农产品｣(중국 상무부 월별 농식품 수출입 

자료) 
 
 

3. 중국 농식품 주요 수출입 품목군 

 

2017년 기준 중국의 5대 수출 품목군(HS-2단위)은 HS03류(어패류), 

HS07류(채소), HS16류(육･어류 조제품), HS20류(채소･과실 조제품), 

HS08류(과실･견과류)이다([그림 2-3] 참조). 이 5개의 수출 품목군은 최

근 10년간 총 수출액의 60% 이상 비중 차지하고 있다. HS03류(어패류)는 

최대 수출 품목군의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2009년부터 농식품 

수출액에서 17%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 24개 품목군에서 

19.6%(2015년)까지 차지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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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군 비중(‘17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5년~2017년 동안에 HS07류(채소)와 HS08류(과실･견과류)는 각각 

10.7%에서 14.6%로, 4.3%에서 7%까지로 증가했지만 HS16류(육･어류 조

제품)와 HS20류(채소･과실 조제품)는 2005년~2017년 동안에 각각 15.5%

에서 11.8%, 14.4%에서 10.0%까지 감소하였다. 5대 수출 농식품 이외 

HS21류(기타 조제식료품), HS09류(커피･차･향신료), HS23(조제사료)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수출 농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지

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품목군별로 증가 폭을 살

펴보면, HS02류는 2.9%에서 4.5%로, HS09류는 2.9%에서 4.4%로, HS23

류는 2.6%에서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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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군 무역 비중 변화 추이(‘05년~’17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7년 기준 중국의 5대 수입 품목군은 HS12류(채유용종자·인삼), 

HS02(실용설육), HS03(어패류), HS15(동식물성유지), HS08(과실·견과류)

이며, HS10(곡물)은 전년 대비 한 순위 하락하여 6순위에 있다([그림 2-5] 

참조). 이중 HS12류는 1999년부터 최대 수입 품목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1999년~2017년사이에 HS12는 전체 농식품 수입의 비중에서 19%

부터 32%까지 증가하였다. HS12류의 14개 품목에서 수입액 대부분은 대

두가 차지했다. 대두는 2000년부터 평균 HS12류의 90% 이상 비중을 차

지했다. HS02류는 작년 대비 1.7% 하락하였으며, HS15류와 HS03류는 전

년 대비 수입 비중에서 각각 0.1%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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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중국의 농식품 주요 수입 품목군 비중(‘17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6]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군 무역 비중 변화 추이(‘05년~’17년) 

  단위: % 

주: HS12류는 우측 좌표 참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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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농식품 소비 현황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농식품의 1인당 소비액도 따라 증가하였다([그림 2-7] 참조). 단, 1인당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므로 엥겔지수

(Engel’s Coefficient)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2-7] 중국 인구수와 1인당 소득 및 농식품 소비 추이(‘00년~’17년) 

단위: 백만명                                                      단위: 달러 

 
 

 

 

 
 
 
 

주: 중국 인구수는 좌측, 1인당 연간 소득 및 1인당 연간농식품 소득은 우측 단위 
참조. 

자료: World Bank(세계은행), 中国统计局(중국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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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으며, 18년간의 증가율은 541.4%이다. 농촌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

은 2000년 272.2달러에서 2017년의 1931.7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609.7%의 성장 하였다. 2000년도에 도시에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은 농촌

의 2.8배이며, 2017년도에는 격차가 조금 줄어 들어 2.5배이다. 도시와 농

촌의 엥겔지수는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는 0.39(2000년)에서 

0.29(2017년)로 변화하였으며, 농촌은 0.49(2000년)에서 0.31(2017년)

로 감소하였다. 
 

[표 2-2] 중국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엥겔지수 추이(‘00년~’17년) 

단위: 달러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도시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 
758.6 1280.5 2799.5 3540.3 4869.4 4865.8 

농촌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 
272.2 397.2 867.1 1840.9 1907.9 1931.7 

도시 엥겔지수 0.39 0.37 0.36 0.35 0.29 0.29 

농촌 엥겔지수 0.49 0.46 0.41 0.37 0.32 0.31 

자료: 中国统计局(중국통계국) 

 

엥겔지수의 변화가 중국 소비자의 생활 수준의 상승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는 중국 1 인당 농식품 연간 소비 구조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3]은 중국 1 인당 농식품 연간 소비량 추이다.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에

서 통계한 10 개 주요 소비 품목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서 증가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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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곡물(36.0%), 식용유(34.8%), 육류(44.6%), 닭고기(87.5%), 수산물

(26.1%), 우유(66.0%), 과일 및 견과류(1.1%). 감소된 품목은 채소(-

6.3%), 조란(-4.6%) 이다.  

농촌은 2000년도에 비해 곡물과 채소류 외의 모든 품목의 소비량은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품목은 식용유(87.2%), 육류(46.6%), 가금육

(181.1%), 수산물(91.3%), 조란(78.2%), 우유(532.1%), 과일 및 견과류

(93.2%), 설탕(9.4%)이며, 감소된 품목은 곡물(-37.2%), 채소(-14.3%)

이다.  

중국 도시와 농촌 모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농식품은 곡물로 나타났다. 

이어서 채소, 과일 및 견과류, 육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소비구

조 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품목과 고단백한 품목류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우유는 농촌 소비량에서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인 품목이면

서도 도시에서 두 번째의 증가 폭을 보인 품목이었다. 반대로 닭고기의 증

가 폭은 도시 주민 소비에서 가장 많은 것이며 농촌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품목이다. 또한, 육류와 수산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8.

                                           
8 이런 현상은 대체로 베넷의 법칙(Bennett’s Law)와 부한다. 즉, 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람들은 전분이 많이 들어간 주식을 줄이며, 농식품의 질, 다양성 등을 추구

한다 (Timmer,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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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국 1인당 농식품 연간 소비량 추이(‘00년~’16년) 

단위: kg 

구분 도시 농촌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6 2000 2005 2010 2015 2016 

곡물 82.3 77.0 81.5 112.6 111.9 250.2 208.9 181.4 159.5 157.2 

식용유 8.2 9.3 8.8 11.1 11.0 5.5 4.9 6.3 10.1 10.2 

채소 114.7 118.6 116.1 104.4 107.5 106.7 102.3 93.3 90.3 91.5 

육류 20.1 23.9 24.5 28.9 29.0 15.5 18.8 22.2 23.1 22.7 

닭고기 5.4 9.0 10.2 9.4 10.2 2.8 3.7 4.2 7.1 7.9 

수산물 11.7 12.6 - 14.7 14.8 3.9 4.9 5.2 7.2 7.5 

조란 11.2 10.4 10.0 10.5 10.7 4.8 4.7 5.1 8.3 8.5 

우유 9.9 17.9 14.0 17.1 16.5 1.1 2.9 3.6 6.3 6.7 

과일 및 견과류 57.5 56.7 54.2 55.1 58.1 19.1 18.0 20.6 32.3 36.8 

설탕 - - - 1.3 1.3 1.3 1.13 1.0 1.3 1.4 

자료: 中国统计局(중국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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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농식품 수입 가격 추이 

 

중국 농식품 품목의 수입 집중도는 가장 높다. 2017년도에 수입한 1,319

개의 품목(HS-8단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10개 품목은 전체 농식품 수

입액의 53.0%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상위 50개(전체 수입 품목 수의 

3.5%) 품목은 전체 농식품 수입액의 90.1% 비중을 차지하였다. 10개 품목

에서 (비 종자용)대두(HS12019010)는 전체 농식품 수입액에서 34%를 

자치했고, 분유(HS19011010)는 3% 차지했으며, 나머지 8개 품목은 각각 

약 2%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위 10개 품목 중 분유와 대두를 제외한 8개 

품목의 수입 순위는 전년 대비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대두와 분유는 수입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위는 전년대비 변화가 없다.  

최근 5년간 10개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 변화는 [그림 2-8] 및 [그림 

2-9]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10개의 주요 수입 품목

의 가격은 일정한 상승 또는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어류의 고운 가루(HS23012010), 돼지고기 내장

(HS02064900), 그리고 분유(HS19011010)에서 가격 변동이 비교적 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HS12019010)는 2015년부터 기타 주요 수입 

품목보다 비교적 작은 가격 변동을 보였다. 0.42달러/kg 기준으로 ±0.01달

러/kg만큼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HS19011010), 기타 조제식료품(HS21069090), 2ℓ(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신선한 포도로 양조한 포도주(HS22042100)의 가격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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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각각 1.9달러/kg, 1.5달러/kg, 0.3달러/kg 증가하였다. 이 세가지 

상품은 모두 주요 수입 농산품에서 단가가 높은 품목들이며 농식품안전, 또

는 농식품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외 

기타 품목에서는 2014년과 비해 가격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 1분기 사이에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팜유

(HS15119010, 녹는점이 19~24도)이다. 이의 가격은 2014년보다 18.1% 

하락하였다. 이외의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모두 0.01달러/kg 이하의 감소를 

보였다.  

[그림 2-8] 주요 수입 품목 가격 추이-1(‘14년~’18년) 

 

단위: 달러 

 

 

 

 

 

 

 

자료:  

 
주: 02064900(간 외의 돼지고기 내장), 23012010(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종류

의 어류의 고 운 가루‧거친 가루), 15119010(팜유), 12051090(저에루크산 유채

씨), 10039000(보리), 12019010(대두).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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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주요 수입 품목 가격 추이-2(‘14년~’18년) 

단위: 달러 

 

 

 

 

 

 

 

주: 19011010(분유), 21069090(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02023000(뼈 

없는 냉동 쇠고기), 22042100(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는 신선한 포도로 양조한 

포도주)，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10] 2018년 1분기 10대 수입 품목 가격 현황 

단위: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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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제1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10년간(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농식품 월간 수입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제 무역에서 상

품 거래하는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8단위 기반으로 수입량9을 통합하여 24개(HS01~HS24) 농식품

의 수입수요함수를 구축하였다. HS코드는 1988년 국제협약에 따라 제정되

었으며, 총 21부(section), 97개류(chapter, HS-2단위), 5000여개의 호

(heading, HS-4단위) 및 소호(sub-heading, HS-6단위)로 구분하며 교역

국의 구분에 따라 최대 HS-10단위까지 분리 가능하다. 코드 구분에 따른 

품목 분류는 [그림 3-1]과 같다. HS코드는 현재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의 언어”로 불린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국 

농식품 HS-8단위 수입 코드는 약 1,300개 있으며, 10년간 월간으로 총 

156,000개의 관측치를 통합한 자료이다.  

                                           
9 한국무역협회의 중국 농식품 수입 단위는 kilogram, (number of item, set), litre, 

(in thousands, kilolitre) 4종으로 표기 되었다. 이중 kilogram은 1,300개 HS-8단

위 품목에서 주요 표기되는 단위이며 본 연구의 중량은 kilogram의 수입량만 통합

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HS22에 속하는 품목이 전부 액체이기 때문에 단위 litre

로 통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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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상대가격과 소득은 각각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및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에서 정리한 2008년부

터 2017년까지 월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상대가격은 달러와 위안화의 환율

로 대리하였으며(Algieri, 2004; Aziz & Li, 2007; Kang & Liao; Thorbecke 

& Smith, 2012; Wang & Lee, 2012; 박재진, 2013), 소득은 중국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1]와 같다.  

물론 기본적으로 무역 통계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된 기간이 짧아서 거시 통계자료가 상대

적으로 오차가 크고 불완정한 특징을 지닌다(军 & 徐康宁, 2006; 姚枝仲, 

田丰, & 苏庆义, 2010). 따라서 연구 목적에 의해 표본과 구간 선택을 어떻

게 결정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2008년을 연구의 표본 시작점으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79년 전 중국의 수입은 시장수요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

문에 시장경제 이론으로 계획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

다(军 & 徐康宁, 2006). 또는 1978~1992년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 방안을 

탐색하는 시기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은 1992년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미성

숙함은 분명할 것이다. 90년대 후반 중국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준 사건 중 

하나는 97년도 홍콩의 반환이다. 홍콩의 면적은 대륙의 0.029%에 불과하

지만, 반환하기 전 GDP는 대륙의 20%(1996년) 이다. 王泠一(1997)는 

“홍콩은 중국 대륙과 세계의 무역을 연결하는 대문이 될 것이며 ‘일국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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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시행하면서 홍콩이 대륙의 시장경제체제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

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2001년 중국은 WTO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익년 

2002년 10월에 개최한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

장경제체제가 초보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2년 이후의 중국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된

다. 2008년 북경올림픽 계기를 통해 중국 농식품 수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따라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사이의 표본을 본 연

구의 연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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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HS-2단위 분류별 농식품 품목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税则-2018年版」(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 세칙-2018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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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원자료(수준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HS01 120 2.9  2.3  2.5  0.0  10.4  

HS02 120 207.8  88.2  194.8  76.0  474.4  

HS03 120 214.5  39.7  212.8  125.9  317.3  

HS04 120 107.9  54.9  104.5  21.3  272.8  

HS05 120 17.2  3.3  17.3  10.7  26.7  

HS06 120 0.9  0.7  0.7  0.4  5.5  

HS07 120 630.7  257.7  613.4  91.1  1,323.3  

HS08 120 277.3  89.7  265.8  102.6  461.0  

HS09 120 6.9  3.5  6.6  1.4  18.2  

HS10 120 1,196.9  909.3  1,082.8  48.3  4,145.7  

HS11 120 126.0  66.9  110.2  28.5  334.5  

HS12 120 5,858.0  2,023.0  5,458.1  2,266.9  10,870.2  

HS13 120 3.0  0.8  2.9  1.6  5.6  

HS14 120 33.6  14.0  35.1  3.2  70.5  

HS15 120 867.4  174.2  849.1  460.9  1,433.4  

HS16 120 5.3  2.8  4.7  0.4  12.3  

HS17 120 249.1  171.4  208.5  11.5  720.8  

HS18 120 12.0  3.9  11.8  3.0  20.3  

HS19 120 29.7  16.3  25.9  7.0  80.7  

HS20 120 32.1  9.1  32.9  13.4  52.9  

HS21 120 16.1  7.4  14.4  5.2  33.3  

HS22 120 94.7  76.8  62.5  17.6  430.3  

HS23 120 468.4  248.5  443.2  14.9  1,393.2  

HS24 120 12.1  11.7  7.8  0.2  53.5  

환율 120 6.5  0.3  6.5  6.1  7.2  

GDP 120 2,164,011.9  679,921.0  2,249,184.7  900,451.5  3,693,798.0  

주: HS22외의 기타 수입변수의 단위는 백만 kilogram(천 톤)로 조정하였으며, 

HS22의 단위는 백만 litre로 조정하였다. 또한 GDP 단위는 백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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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형 및 변수 설정  

 

1. 수입수요함수 

 

무역의 수입수요 실증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모형은 완전대체모형과 

불완전대체모형이다(Carter & Gardiner, 1988; M. Goldstein & M. S. Khan, 

1985). 본 연구에서 동일 품목의 수출입 상품은 상호 불완전 대체재라는 

것을 가정하며 불완전 대체모형을 택한다. 그리고 이 불완전 대체모형은 한 

나라의 효용 극대화 함수에서 도출된 것이다(Clarida, 1994; 

H.S.Houthakker, 1960). 과정은 아래와 같다. 

 

      (3)    Max   E � �(1 + δ)−t · u(Ht, Ft

T

t=0

) � 

 

E(u): 수입국의 T구간내의 기대효용함수, 

Ht: t시기의 국내 소비재, 

Ft: t시기의 수입 소비재, 

     δ: 수입국(전체 소비자)의 주관적인 할인율, 즉 소비시간에 대한 선호율

을 나타낸다. 

 

식(3)는 한 나라 소득수준의 제약을 받을 것이며, 제약 식은 (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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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t + PtFt + At+1 = (1 + rt) · At + yt   

 (5)   At ≥ 0  

 

𝑃𝑃𝑡𝑡: t시기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비율     PM/PD, 

𝐴𝐴𝑡𝑡: t시기의 수입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채권 재고, 

 𝑟𝑟𝑡𝑡: t시기의 채권 이자, 

𝑦𝑦𝑡𝑡: t시기의 수입국 소득. 

 

식 (3)를 (4), (5) 제약하에서 도출한 일계 조건(first order condition)

은 아래와 같다. 

 

 (6)  ∂Lt
∂Ht

: uH(t) −λt = 0 

(7) ∂Lt
 ∂Ft

: uF(t) −λt · pt = 0  

(8)  λt = �1 + δ�
−1

· Et(1 + rt+1) · λ1+t  

 

나아가 본 연구의 효용 함수는 다음과 같은 가법 로그(additive 

logarithmic)형 직접효용 함수로 가정한다(Clarida, 1994; H.S.Houthakker, 

1960). 

 

(9)   U(Ht, Ft) = Dt · (Ht)1−α(1− α)−1 + Bt · (Ft)1−β(1 − β)−1, α > 0, β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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𝐷𝐷𝑡𝑡,  𝐵𝐵𝑡𝑡 는 효용에 대한 랜덤(random) 및 추세가 안정적(trend-

stationary)인 외부충격(shock)이다. α, β 는 곡률 파라미터(curvature 

parameter)라고 하는데, 그 역은 국내와 수입 상품의 장기적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식(6), (7), (9)를 통해 국내 및 수입 상품의 최적 

소비를 구할 수 있다. 

 

(10)  Ht = λt

−� 1
α
�

· Dt

1
α  

(11)  Ft = λt

−� 1
β
�

· Bt
1
β · pt

−� 1
β
�
  

 

식 (10)를 식(11)에 대입한 뒤 자연 로그를 취하면 식(12)와 같다. 

 

(12) ln(Ft) = α
β

ln Ht −
1
β

ln pt + 1
β

Bt −
1
β

Dt  

 

식(12)을 다시 정리하면, 

 

(13)  ln(Ft) = c0 + α
β

ln Ht −
1
β

ln pt + υt, υt~N�0, σ
2
� 

 

본 모형에서 국내 소비량은 국내 총 생산액에서 수출을 뺀 것으로 간주

하며, 이 부분을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할 수입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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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n(Ft) = c0 −
1
β

ln pt + γln yt + υt, υt~N �0, σ
2
�  

 

실증분석에서 식(14)과 같은 수입 모형을 사용한 연구는 아주 광범하다

(Abbott & Vita, 2002; Aiello, Bonanno, & Via; Athukorala & Khan, 2016; 

Bahmani-Oskooee & Hosny, 2014; Ketenci & Uz, 2010; 姚枝仲, et al., 

2010; 张鲁青 & 王微微, 2001).  

 

 

2. 자기회귀분포시차 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본 연구에서 각 변수 간 장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위한 공적분 

검정을위해 식(14) 수입수요함수에 자기회귀분포시차 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이하 ARDL)을 적용하였다. ARDL모형은 종속변수의 자기

회귀항(autoregressive terms)과 설명변수의 시차 분포항(distributed 

lagged terms) 두 부분으로 설명된다. 자기회귀항의 차수를 p, 시차분포항

의 차수를 q로 표현하면 ARDL(p, q1, … , qn )라고 일컫는다. 식(14)에 

ARDL모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5.1)  Ft = α0 + ∑ αi
p
i=1 Ft−i + ∑ βj

q
j=0 pt−j + ∑ δj

q
j=0 yt−j + ut   

또는, 각변수를 차분하여 대입한 추정식으로, 

 (15.2)  ∆ln Ft = α0 + ∑ ai
p
i=1 ∆ ln Ft−i +∑ cj∆

q
j=0 ln pt−j + ∑ dj∆ ln yt−jN

j=0 + 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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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L모형에서 변수 간 장기적 관계 존재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Pesaran, Shin, & Smith, 2001)은 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여 한계검정

(bound test)를 적용한다. 이 방법은 우선 아래와 같은 세 변수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6)  Ft = α + α1pt + α2yt + ut  

 

하지만 현실 경제활동에서 p, y와 F는 거의 식(16)과 같은 균형을 이루

지 못하며 실제로 관측된 것은 p, y와 F 간의 단기적 또는 불균형적 관계뿐

이다. 만약 𝐹𝐹𝑡𝑡는 𝑝𝑝𝑡𝑡,  𝑦𝑦𝑡𝑡  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𝑝𝑝𝑡𝑡−1, 𝑦𝑦𝑡𝑡−1및 𝐹𝐹𝑡𝑡−1의 영

향도 받는다면, 식(16)는 식(17)과 같게 된다. 

 

(17)  Ft = β0 + β1pt + β2pt−1 + β3yt + β4yt−1 + μFt−1 + εt  

 

식(17)의 변수는 불안정적 시계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소

자승법을 직접 적용해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식(17)을 적절한 변형을 

하여 식(18)과 같은 차분 변수를 이용한 모형으로 구축한다.  

 

(18)  ∆Ft = β1∆pt + β3∆yt − γ(Ft−1 − α0 − α1pt−1 − α2yt−1) + εt  

 

식(18)에서 γ = 1 − μ, 𝛼𝛼0 = 𝛽𝛽0
(1−𝜇𝜇) ,  𝛼𝛼1 = (𝛽𝛽1+𝛽𝛽2)

(1−𝜇𝜇) ,   𝛼𝛼2 = (𝛽𝛽3+𝛽𝛽4)
(1−𝜇𝜇) 다. 만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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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와 식(18)에 있는 𝛼𝛼0, 𝛼𝛼1,  𝛼𝛼2는 균형을 이루는 동일한 계수라고 한다면, 

식(18)의 소 괄호 안에 항은 t-1기의 오차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

(17)의 Ft값은 전기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식

(18)은 1차 오차수정모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입수요함수 식 

(14)를 오차수정모형항을 포함한 ARDL모형으로 구축하면 식(19)와 같다.  

 

(19)  ∆ln Fti = α0 + ∑ bjN
j=1 ∆ ln Ft−ji +∑ cj∆N

j=0 ln pt−j + ∑ dj∆ ln yt−jN
j=0 +

                                   β0 ln Ft−1i +β1 ln pt−1 + β2 ln yt−1 + ut ,   ut~N �0, σ
2
�  

 

식(19)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합계를 따를는 계수들은 단기

적 관계를 나타내며, 
𝛽𝛽1

(−𝛽𝛽0), 
𝛽𝛽2

(−𝛽𝛽0)은 장기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시차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 오차수정모형의 오차정항 ECM𝑡𝑡−1 = −𝛽𝛽0(𝑙𝑙𝑙𝑙𝐹𝐹𝑡𝑡−1𝑖𝑖 −

β1
𝛽𝛽0
𝑙𝑙𝑙𝑙𝑝𝑝𝑡𝑡−1 −

𝛽𝛽2
𝛽𝛽0
𝑙𝑙𝑙𝑙𝑦𝑦𝑡𝑡−1)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CM𝑡𝑡−1의 계수(𝛽𝛽0)는 

단기에서 장기로 불균형을 조정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식(19)와 같은 ARDL모형은 실증분석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Pesaran, Shin& Smith(2001)이 제시한 공적분 관계 유무에 대한 한계

검정(bound test)을 시행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Engle & Granger(1987) 

및 Johansen(1995)과 달리 모든 변수가 I(0)거나 I(1)에 무관하게 공적분 

관계를 검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대한 사전 단위근 검정(pre-

unit test)을 제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사용 변수가 비교적 많

을 경우 더욱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실상 대부분 시계열은 1

차 차분 즉 I(d), d≤1로 정상적인 시계열이 되기 때문에, 사전 단위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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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필요한 과정이라 판단된다10(Bahmani-Oskooee & Hosny, 2014). 둘

째, 각 변수가 소표본일지라도 ARDL모형을 기초한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의 추정치들은 단기에서 일치성

(consistency)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장기에서도 초 일치성(super 

consistency)을 보인다.  

Pesaran, et al.(2001)는 ARDL모형을 5개 사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3번째 사례 11 로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차는 AIC(Akaike 

informaitoin criterion) 참조하여 결정했다. 이어서 효율적(efficiency)인 

추정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serial correlation) 

유무를 검정한다. 만약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교정이 필요하다. 오차항의 자기상관관계를 검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Breush-Godfrey의 LM 검정을 이용하였다. 

이 검정을 택한 이유는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의 시차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오차항이 1차 자기회귀뿐만 아니라 고차의 자기회귀과정을 따른다는 가정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회귀분석에서 추정량의 양호한 통계성질을 위하여 오차항의 자

기상관관계 외에도 이분산(heteroskedasticity) 존재여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오차항의 자기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분산이 존재한다면 

                                           
10 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매개 변수에 대한 사전 단위근 검정

을 시행하였다. 검정결과는 [표 3-4]참조. 

11 Case 3: 상수항은 제한 없으며, 또한 추세는 없다. 



39 

 

BLUE(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가 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

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검정을 이용하였다.  

B-G검정과 ARCH검정 이후 한계검정을 시행한다. 한계검정는 F 통계치

를 기반으로 한 검정이다. 따라서 한계검정의 F 통계치가 상한(upper 

bound)의 임계치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반대로 하한(lower 

bound)의 임계치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모형 

추정 흐름도는 [그림3-2]과 같다.  

 

[그림 3-2] 모형 추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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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증분석 결과 

 

1. 단위근검정 및 공적분검정 결과 

 

물론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RDL모형을 이용한 한계검정은 단위근 

검정을 제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24개 수입수요함수를 추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대부분 시계열 변수가 1차 차분으로 정상인 시계열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도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 연구의 단위근 검정은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과 

PP(Phillips-Perron)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 검정 방법을 동시에 적용

한 원인은 Schwert(1987)은 연구에 근거하여 PP검정은 귀무가설(시계열

은 불안정하다. 즉 단위근은 존재한다)을 기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Schwert는 교차검정을 위하여 ADF검정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ADF검정과 PP검정의 결과가 상

이 할 경우 ADF검정을 기준으로 한다.  

두 검정의 귀무가설은 모두 “단위근이 존재한다”이다. 검정 결과는 [표 

3-2]와 같다. 변수가 비교적 많으므로 표에서 검정의 결과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도록 τ통계량보다 p값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6개의 1차 차분 변수는 두 검정에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할 공적분 

검정의 조건(I(d), d≤1)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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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품목군별 변수간의 공적분 결과는 [표 3-3]1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변수 간의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공

적분 관계를 검정하는 방법은 Pesaran et al. (2001)제시한 한계검정이며, 

판정방법은 검정의 F 통계량이 상한 즉, I(1)임계치 보다 크면 “변수 간 

공적분 관계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하한 즉, I(0)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만약 검정의 F 통계량이 상한과 하한 사이

에 있을 경우 ARDL모형의 오차수정항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와 부호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 변수간 공적분관계 유무를 검정하는 한계검정의 F통계량 임계치는 [표3-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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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종속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1 차 차분 변수 
pp 검정 ADF 검정 

p 값 대역폭 관측치 p 값 시차 관측치 

D(GDP) 0.0000 65 118 0.0011 9 109 

D(M1) 0.0001 4 118 0.0000 2 116 

D(M10) 0.0000 9 118 0.0000 0 118 

D(M11) 0.0001 53 118 0.0000 9 109 

D(M12) 0.0001 39 118 0.0000 10 108 

D(M13) 0.0001 39 118 0.0000 10 108 

D(M14) 0.0000 22 118 0.0000 0 118 

D(M15) 0.0000 3 118 0.0000 1 117 

D(M16) 0.0000 4 118 0.0000 0 118 

D(M17) 0.0000 3 118 0.0000 0 118 

D(M18) 0.0000 5 118 0.0003 12 106 

D(M19) 0.0001 7 118 0.0000 10 108 

D(M2) 0.0000 3 118 0.0000 1 117 

D(M20) 0.0001 15 118 0.0000 10 108 

D(M21) 0.0001 17 113 0.0000 10 94 

D(M22) 0.0000 10 118 0.0000 1 117 

D(M23) 0.0000 12 118 0.0000 0 118 

D(M24) 0.0000 29 118 0.0000 10 108 

D(M3) 0.0001 35 118 0.0000 10 108 

D(M4) 0.0000 8 118 0.0000 0 118 

D(M5) 0.0000 5 118 0.0000 2 116 

D(M6) 0.0001 24 118 0.0000 10 108 

D(M7) 0.0000 3 118 0.0000 0 118 

D(M8) 0.0000 6 118 0.0011 11 107 

D(M9) 0.0000 16 118 0.0000 1 117 

D(RP) 0.0000 4 118 0.0000 0 118 

주: 1) 모든 1차 차분 변수는 p<0.01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 하지 않음. 

2) ADF검정의 최대 시차는 12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SIC을 기준으로 최적시
차를 결정하였다.  

3) PP검정에서 오차항의 자기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커널(Bartlett 

Kernel)함수와 Newey-West대역폭(bandwidth)을 설정했다. 하지만 함수와 대역

폭 설정에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Eviews프로그램에서 자동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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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공적분검정 결과 

 

품목군 F-statistic Variables 

HS01 산동물 7.6440*** K=2 

HS02 식용설육 9.8552*** K=2 

HS03 어패류 36.4350*** K=2 

HS04 낙농품·조란·천연꿀 18.7248*** K=2 

HS05 기타동물성생산품 8.2172*** K=2 

HS06 산수목·꽃 7.1283*** K=2 

HS07 채소 7.2099*** K=2 

HS08 과실·견과류 4.8481* K=2 

HS09 커피·차·향신료 8.7273*** K=2 

HS10 곡물 6.7143*** K=2 

HS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전분 11.4882*** K=2 

HS12 채유용종자·인삼 13.1071*** K=2 

HS13 식물성엑스 5.8201** K=2 

HS14 기타식물성생산품 4.6416* K=2 

HS15 동식물성유지 12.4090*** K=2 

HS16 육·어류조제품 7.0169*** K=2 

HS17 당류·설탕과자 13.4233*** K=2 

HS18 코코아·초코렛 6.2635** K=2 

HS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9.3704*** K=2 

HS20 채소·과실의조제품 4.2199* K=2 

HS21 기타의조제식료품 10.6019*** K=2 

HS22 음료, 주류, 식초 35.3531*** K=2 

HS23 조제사료 28.0633*** K=2 

HS24 담배 23.0454*** K=2 

주: * p<0.1, ** p<0.05, *** p<0.01 
 

 

 
 

 

 
 

 

 
 

 

 

 
 

 

 
 

[표 3-4] 공적분검정의 F통계량 임계치 

 k 
0.100    0.050    0.025    0.010  

I(0) I(1)   I(0) I(1)   I(0) I(1)   I(0) I(1) 

2 3.17 4.14  3.79 4.85  4.41 5.52  5.15 6.36 

주: Pesaran et al. (2001, Case III, p 300)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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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 영향 분석 및 통계 검정 

 

2.1 장기적 가격 영향분석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의 장기적 가격 및 소득탄력성의 추정 결과와 통계 

검정 결과는 [표 3-5], [표 3-6]과 같다(가격과 소득탄력성 비교는 [그림 

3-4] 참고). 추정 결과에 대한 통계 검정은 Breusch-Godfrey LM검정, 

ARCH 검정, Jarque-Bera 검정, RESET 검정, CUSUM 검정을 포함한 5

개 검정을 시행하였다. 

가격변수가 농식품 수입수요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은 곡물(HS10류)과 곡

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전분(HS11류)외 모두 이론과 일치한 부호가 나타

났다. 그리고 산수목 ·꽃(HS06류), 채소(HS07류), 식물성엑스(HS13류), 

육·어류조제품(HS16류)외 기타 품목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산수목·꽃

(HS06류)품목군은 상대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물량단위 “N, ST”13를 

추정에서 제거하였음으로 이에 따른 추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제4부(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의 품목군이 3.2로 가장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타 세부에 있는 품목군의 탄력성은 평균 2.5±0.3에 불과하였다. 이

                                           
13 산수목 ·꽃의 수입 단위 kg 이외의 다른 한 단위이며, 이는 “number 

of item, se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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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중국이 가공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시장 개방이 심화하는 동시에 가공농식품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상품 사

이 대체재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고소득층이 농식품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고품질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

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첫째, 제2부에 있는 HS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

가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추정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HS14류 대

체재의 강력한 경쟁력 때문이라 판단된다. 2017년 기준으로 HS14류에서 

수출입을 한 9개 품목(HS-8단위) 중 6개 품목만 수입되었지만, 총 9개 

품목은 모두 수출하게 되었다. 특히 대나무(HS14011000) 또는 등나무

(HS14019020)와 같은 품목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출단가(0.57달러/kg, 2017년 12월 기준)

가 수입단가(0.07달러/kg, 2017년 12월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이 품목에서 수입 상품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이며 

국내 소비자는 이의 수입품에 대해 탄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수입 농식품에서 유일하게 비탄력적으로 추정된 두 품목군은 

HS12류(채유용종자·인삼) 및 HS19류(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이다). 

이 두 품목의 공통점은 어느 한 특정 품목(HS-8단위)이 절대적인 수입 비

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그림 3-3] 참조). 먼저 HS12류를 보자면, 이의 

대표적인 품목은 대두(HS12019010)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두는 

HS12류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수입 농식품의 35%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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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두는 2017년 중국 8,455개 HS-8단위 전

체 수입 품목에서 6번째 순위로 많이 수입하는 상품이자 2016년 3위로 많

이 수입한 품목이었다.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국의 대두 

소비는 매우 크므로 낮은 가격탄력성은 연구 초기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다. 

이어서 HS19류 살펴보자면, HS19류는 농식품에서 수입 증가율이 가장 빠

른 품목군 중 하나이며, 이에 속한 분유(HS19011010)는 HS19류에서 70% 

가까이 되는 비중을 차지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품 수입에서 2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품목이다. 이가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민감도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난 원인은 중국의 분유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08년 중국 ‘멜

라민 분유’ 오염 사건이 터진 이후로 농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응한 결

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2008년 이후 분유 수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유는 많은 육아 가정의 필수품이자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으로서 안심을 추구하는 육아 가정은 수입 분유가 비싸더라도 이

에 대해 가격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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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대두 및 분유의 수입수요 추이(‘08년~’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전체 수입, HS12류, 대두는 좌측좌표 참조. HS19류 및 분유는 우측좌표 참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2.2 장기적 소득 영향분석  

 

장기적 소득탄력성은 HS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외의 기타 23개 품목군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

었다. 이 23개 품목군에서 HS12류(채유용종자·인삼)이 유일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1% 증가하면 HS12류에 

대한 소비는 0.07% 감소할 것이다. HS12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요되

는 농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비탄력적(-0.19)인 열등재(소득 비중 증

가에 따른 수요 비중하락)로 나타난 것은 분유와 같게 농식품안전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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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농업부는 수입한 대두가 주로 사료와 식용유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80% 이상은 GM(genetically modified) 대두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GM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반복

적으로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다. 따라서 농식품안전에 비교적 민감한 소비

자는 소비 증가에 따라 충분히 기타 식물성유지로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적으로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제 4 부(조제식료품과 음료·알

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이다. 이는 제 4 부에 포함된 품목들

이 기타 부에 포함된 품목들보다 심층 가공을 하였고 부가가치가 높으므로 

단가도 비교적 높은 품목들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품목들은 기타 수

입 품목들보다 중국 소비자에게 비교적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소득

이 1% 증가하면 이 품목들에 수요는 더 큰 비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

다. 제 4 부에서 HS22 류(음료, 주류, 식초 3.69)는 전체 품목군에서 가장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추정되었다.  

수입수요가 소득에 대한 반응이 필수재지만, 정상재 즉, 소득탄력성이 0

과 1 사이로 나타난 품목군들은 각각 HS03 류(어패류, 0.52), HS05 류(기타

동물성생산품, 0.67), HS06 류(산수목·꽃, 0.67), HS07 류(채소, 0.94), 

HS11(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전분, 0.86), HS13(식물성엑스, 0.90), 

HS19(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0.53), HS21(기타의조제식료품, 0.68)을 

포함한 8 개 품목군들이다. 이 8 개 품목군은 주로 제 1 부(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와 제 2 부(식물성 생산품)와 같은 기초 농식품에 집중되어 있다. 전

체 품목군에서 유일하게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높게 나온 품목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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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04 류(낙녹품∙조란∙천연꿀)이다. 이는 해당 품목군의 가격과 소득이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더라도 중국은 이 품목군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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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제1, 2부 장기영향계수 및 통계 검정결과 

구분  수입 비중 품목군 상수항 가격 소득 B-G LM ARCH RESET 
Jarque-

Bera 
CUSUM Adj 𝐑𝐑𝟐𝟐  

제 1 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

산품 
제2부                                                                         

식물성 생
산품 

0.47% HS01 산동물 
-29.8465*** 

(0.0046) 
-5.3328* 
(0.0697) 

3.4309*** 
(0.0001) 

5.4912 
(0.1392) 

0.0054 
(0.9412) 

2.3881* 
(0.0966) 

1.9618 
(0.3749) 

S 0.5987 

6.06%  HS02 식용설육 
-6.8446*** 

(0.0013) 

-2.7143*** 

(0.0041) 

1.6657*** 

(0.0000) 

36.1507** 

(0.0148) 

2.1671 

(0.1410) 

0.4884 

( 0.4862) 

2.4911 

(0.2878) 
S 0.7809 

6.59%  HS03 어패류 
11.7589*** 
(0.0000) 

-1.1182*** 
(0.0000) 

0.5197*** 
(0.0000) 

3.1715 
(0.2048) 

1.0712 
(0.3007) 

0.0066 
(0.9354) 

1.7662 
(0.4134) 

S 0.5168 

3.89%  
HS04  
낙농품·조란·천연꿀 

-14.8054*** 
(0.0000) 

-1.1295* 
(0.0518) 

1.7427*** 
(0.0000) 

3.1355 
(0.2085) 

0.5420 
(0.4616) 

1.0982 
(0.2971) 

2.6211 
(0.2696) 

S 0.9326 

0.51%  HS05 기타동물성생산품  
2.0553 

(0.1993) 
-1.2470** 

(0.036) 
0.6655*** 
(0.0002) 

24.0513** 
(0.0307) 

1.1870 
(0.2759) 

1.9348 
(0.1673) 

1.3430 
(0.5671) 

S 0.5216 

제2부                                                                         
식물성 생
산품 

0.19%  HS06 산수목·꽃 
-1.5029 
(0.3389) 

-0.0626 
(0.9546) 

0.6678** 
(0.0458) 

13.0923 
(0.1087) 

1.0779 
(0.7824) 

0.5906 
(0.4422) 

0.7277 
(0.6950) 

S 0.6820  

2.21%  HS07 채소 
0.8093 

(0.7624) 
-1.8602 
(0.2886) 

0.9369* 
(0.0672) 

1.9914 
(0.3695) 

0.7899 
(0.3741) 

6.7933** 
( 0.0105) 

1.6553 
(0.4371) 

S 0.6432 

4.58%  HS08 과실·견과류  
-0.7696 
(0.6610) 

-1.8992* 
(0.0638) 

1.0770*** 
(0.0002) 

5.6129* 
(0.0604) 

0.0001 
(0.9932) 

0.2418 
(0.6241) 

6.3244** 
(0.0423) 

S 0.7777 

0.40% HS09 커피·차·향신료 
-22.1525*** 

(0.0001) 
-3.2472*** 
(0.0001) 

2.1752*** 
(0.0000) 

3.1891 
(0.203) 

2.1238 
(0.145) 

0.4209 
(0.518) 

3.9543 
(0.1384) 

S 0.7867 

4.94%  HS10 곡물 
-11.5794*** 

(0.0065) 
3.8276* 
(0.0654) 

1.5606** 
(0.0129) 

0.2157 
(0.8978) 

0.7855 
(0.3755) 

3.0659** 
(0.0311) 

2.1298 
(0.3447) 

S 0.9244 

0.78% 
HS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전분 

-6.8537** 
(0.0126) 

1.9443* 
(0.0949) 

0.8559** 
(0.0168) 

0.3064 
(0.8580) 

0.0450 
(0.8320) 

0.2505 
( 0.6177) 

0.7679 
(0.6811) 

U 0.7767 

41.11% HS12 채유용종자·인삼 
3.4161*** 
(0.0000) 

-0.1865* 
(0.0768) 

-0.0705*** 
(0.0087) 

0.5400 
(0.7634) 

0.0154 
(0.9012) 

0.4821 
(0.4895) 

4.6736 
(0.966) 

S 0.8956 

0.22%  HS13 식물성엑스 
-2.1319 
(0.2578) 

-1.3356 
(0.1091) 

0.8981 
(0.0007) 

0.5125 
(0.7740) 

2.2421 
(0.1343) 

0.9086 
(0.3429) 

4.7030 
(0.7904) 

S 0.5617 

 0.20%  HS14 기타식물성생산품 
-6.0972*** 

(0.0079) 
-9.2655*** 
(0.0010) 

3.1926*** 
(0.0003) 

3.3977 
(0.3343) 

0.0187 
(0.8913) 

0.0002 
( 0.9895) 

5.9445* 
(0.0512) 

S 0.8810 

주:  1) * p<0.1, ** p<0.05, *** p<0.01 

   2) 소괄호 안에 수치는 해당 통계 검정의 통계량의 p값이다.  

   3) CUSUM 검정에서 S는 stable, U는 unstable를 의미함. 

4) 수입 비중은 지난 10년 간의 농식품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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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제3, 4부 장기영향계수 및 통계 검정결과 

구분  수입 비중 품목군 절편 가격 소득 B-G LM ARCH RESET 
Jarque-

Bera 
CUSUM Adj 𝐑𝐑𝟐𝟐 

제 3 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

물성의 납 

11.07%  HS15 동식물성유지 
11.9310*** 
(0.0001) 

-2.2248* 
(0.0776) 

0.3639 
(0.2256) 

1.9382 
(0.3794) 

0.5279 
(0.4675) 

0.9941 
(0.3217) 

5.0427* 
(0.0803) 

S 0.4851 

제 4 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식초 및 담
배와 제조한 담배대
용 

0.21% HS16 육·어류조제품 
-6.5829 

(0.1083) 

-3.8311 

(0.1834) 

1.9634** 

(0.0224) 

3.2011 

(0.2018) 

5.7942* 

(0.0552) 

1.3735 

( 0.2443) 

0.2878 

(0.8659) 
S 0.7777 

1.83% HS17 당류·설탕과자 
-14.6831* 

(0.0544) 

-4.5465* 

(0.0643) 

2.3776*** 

(0.0011) 

7.4358 

(0.1146) 

0.3336 

(0.5635) 

2.6795* 

( 0.0742) 

4.9867* 

(0.0826) 
S 0.6213 

0.70% HS18 코코아·초코렛 
-6.0454*** 

(0.0091) 

-2.9695** 

(0.0177) 

1.6113*** 

(0.0000) 

0.4796 

(0.7868) 

0.7570 

(0.3843) 

0.7377 

(0.3923) 

2.8159 

(0.2446) 
S 0.6691 

3.03% 
HS19 곡물, 곡 분의 

주제품과 빵류 

4.7482 

(0.2925) 

-0.8951** 

(0.0293) 

0.5255** 

(0.0107) 

2.1752 

(0.3370) 

3.6541 

(0.1609) 

0.0515 

( 0.8209) 

0.4899 

(0.7827) 
U 0.9114 

0.78% 
HS20 채소·과실의조

제품 

-2.2229 

(0.3470) 

-2.3826*** 

(0.0051) 

1.1495*** 

(0.0000) 

7.8245** 

(0.0200) 

1.8011 

(0.1796) 

0.6869 

(0.4093) 

0.0049 

(0.9970) 
S 0.6696 

1.45% 
HS21 기타의조제식 료

품 

-2.6332*** -1.1276*** 0.6769*** 39.9131 2.0486 0.6559 1.2209 
U 0.7606 

(0.0063) (0.0043) (0.0000) (0.1066) (0.1523) ( 0.4198) (0.5431) 

3.50% 
HS22 음료, 주류, 식

초 

-48.9189*** 

(0.0000) 

-5.2696*** 

(0.0000) 

3.6944*** 

(0.0000) 

8.4983** 

(0.0368) 

1.4282 

(0.2321) 

1.3471 

(0.2483) 

1.8426 

(0.3979) 
S 0.8001 

3.68% HS23 조제사료 
-8.2744 

(0.2032) 

-3.1194* 1.4809*** 1.3572 3.2324 0.4121 0.5011 
S 0.4739 

(0.0891) (0.0076) (0.5073) (0.1987) ( 0.5223) (0.7783) 

1.60% HS24 담배 
-11.1640* 

(0.0855) 

-4.6791** 

(0.0440) 

1.9941*** 

(0.0044) 

11.1372** 

(0.0251) 

9.0700 

(0.1063) 

1.7039 

(0.1946) 

0.4956 

(0.7804) 
S 0.4292 

주:1) * p<0.1, ** p<0.05, *** p<0.01 

2) 소괄호 안에 수치는 해당 통계 검정의 통계량의 p값이다.  

3) CUSUM 검정에서 S는 stable, U는 unstable를 의미함. 

4) 수입 비중은 지난 10년 간의 농식품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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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품목별 장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비교 

 

 

 

 

 

 

 

 

 

 

 

 

 

 

 

 

 

 

 

 

주: 가격탄력성의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나열하였으며, 각 색상의 길이는 탄력

성의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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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 검정 결과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고전적 선형회귀모형에서 전제하는 가정 등

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였다.  

우선 Breusch-Godfrey LM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검정은 오차항의 자

기상관 관계는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검정은 회귀모형 식 (20)의 오차

항에 대해 식(21)과 같은 n계 자기 회귀 형식을 설정한다. 

 

(20)  𝑦𝑦𝑡𝑡 = 𝛽𝛽0 + 𝛽𝛽1𝑥𝑥1t + 𝛽𝛽2𝑥𝑥2t + ⋯+ 𝛽𝛽𝑘𝑘−1𝑥𝑥𝑘𝑘−1𝑡𝑡 + 𝑢𝑢𝑡𝑡  

 (21)  𝑢𝑢𝑡𝑡 = 𝜌𝜌1𝑢𝑢𝑡𝑡−1 + ⋯+ 𝜌𝜌𝑛𝑛𝑢𝑢𝑡𝑡−𝑛𝑛 + 𝑣𝑣𝑡𝑡, 𝑣𝑣𝑡𝑡~(0,𝜎𝜎2) 

 

식(21)에서 귀무가설은 𝐻𝐻0 = 𝜌𝜌1 = 𝜌𝜌2 = ⋯ = 𝜌𝜌𝑛𝑛 = 0이다. 즉‘오차항에 자

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식(20)에서 얻은 오차로 다음과 같

은 보조회귀를 수행한다.  

 

(21)  𝑢𝑢�𝑡𝑡 = 𝜌𝜌�𝑡𝑡𝑢𝑢�𝑡𝑡−1 + ⋯+ 𝜌𝜌�𝑛𝑛𝑢𝑢�𝑡𝑡−𝑛𝑛 + 𝛽𝛽0 + 𝛽𝛽1𝑥𝑥1𝑡𝑡 + 𝛽𝛽2𝑥𝑥2𝑡𝑡 + ⋯+ 𝛽𝛽𝑘𝑘−1𝑥𝑥𝑘𝑘−1𝑡𝑡 + 𝑣𝑣𝑡𝑡  

 

  만약 𝑢𝑢𝑡𝑡를 관찰할 수 있다면 모수 추정치에 t검정을 실시하면 되지만, 𝑢𝑢𝑡𝑡

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대신  𝑢𝑢�𝑡𝑡 , 즉 식(20)에서 얻은 추정치를 이용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Breusch-Godfrey LM 통계량은 식(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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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𝐿𝐿𝐿𝐿 = 𝑇𝑇𝑇𝑇2~ χ(n)
2 

식(22)에서 T는 식(20)의 표본 크기다. 또한, 𝑇𝑇2은 식(21)의 결정계수

이며, n은 자기상관 계수이다. 나아가 𝐿𝐿𝐿𝐿 = 𝑇𝑇𝑇𝑇2≤ χ(n)
2이면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하고, 반대로 𝐿𝐿𝐿𝐿 = 𝑇𝑇𝑇𝑇2≥ χ(n)
2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B-G검정 결과는 대부분 10% 유의수준에서도 귀무가

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2개 품목군은 10%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

각할 수 있으며, 4개 품목군은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

지만, 1% 유의수준에서 “잔차항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분산 존재 여부에 대해 ARCH검을 수행하였다. ARCH검정은 

평균 방정식 모형에서  𝑢𝑢�𝑡𝑡를 추정한 후, 𝑢𝑢2�𝑡𝑡와 𝑢𝑢2�𝑡𝑡−1,𝑢𝑢2�𝑡𝑡−2, … ,𝑢𝑢2�𝑡𝑡−𝑛𝑛를 각각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두고 최소자승법을 적용한다. 추정 식은 다음과 같

다. 

(23) 𝑢𝑢2�𝑡𝑡 = 𝛼𝛼0 + 𝛼𝛼1𝑢𝑢2�𝑡𝑡−1 + 𝛼𝛼2𝑢𝑢2�𝑡𝑡−2 + ⋯+ 𝛼𝛼𝑛𝑛𝑢𝑢2�𝑡𝑡−𝑛𝑛  

 

이때 상수항을 포함한다. 통계량은 Breusch-Godfrey검정과 마찬가지로 

𝐿𝐿𝐿𝐿 = 𝑇𝑇𝑇𝑇2≥  χ(n)
2이다. 따라서 귀무가설은 𝐻𝐻0 = 𝛼𝛼1 = 𝛼𝛼2 = ⋯ = 𝛼𝛼𝑛𝑛 = 0이다. 

즉, ARCH효과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3개 모형에서 

ARCH효과 존재하지 않으며, 품목군 HS16류 육·어류조제품은 10%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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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오차항의 정규성에 대해 Jarque-Bera 검정을 수행하였다. JB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24)  JB = 𝑆𝑆2
6
𝑛𝑛

+ (𝐾𝐾−3)2
24
𝑛𝑛

, where S = 1 𝑛𝑛⁄ ∑ (𝑥𝑥𝑖𝑖−�̅�𝑥)3𝑛𝑛
𝑖𝑖=1

(1 𝑛𝑛⁄ ∑ (𝑥𝑥𝑖𝑖−�̅�𝑥)2)
3
2�𝑛𝑛

𝑖𝑖=1
, K = 1 𝑛𝑛⁄ ∑ (𝑥𝑥𝑖𝑖−�̅�𝑥)3𝑛𝑛

𝑖𝑖=1

(1 𝑛𝑛⁄ ∑ (𝑥𝑥𝑖𝑖−�̅�𝑥)2)
3
2�𝑛𝑛

𝑖𝑖=1
    

 

N은 관측치에 수량, S는 왜도(skewness), K는 첨도(kurtosis), �̅�𝑥는 표본

의 평균이다. 만약 표본은 정규분포인 모집단 일부라면 JB통계량은 자유도

가 2되는 χ2분포를 따를 것이다. 자유도가 2인 χ2분포의 임계값은 9.210(1% 

유의수준), 5.911(5% 유의수준), 4.605(10% 유의수준)이다. 정규분포의 

왜도는 0이며, 첨도는 3이다. 따라서 JB검정의 귀무가설도 이와 같다. 그러

므로 정규분포의 왜도, 첨도와 빗나갈수록 JB통계량은 커질 것이며, 귀무가

설을 기각한다.  

결과는 대부분 품목은 10% 유의수준에서도 정규분포의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하였다. HS14류와 HS15류는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있으며, HS08류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RESET 검정은 선형 회귀 모형에서 함수형태 설정에 대해 오류 여부를 

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 모형에 새로운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데 이 설명변수는 원 모형의 비선형 조합의 형태로 생성된다. 따라서 이는 

설정된 모형에서 중요 변수 누락 여부 또는 불필요한 변수 유무도 검정 할 

수 있다. 검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25)  𝑌𝑌𝑡𝑡 = 𝛽𝛽1 + 𝛽𝛽2𝑋𝑋2𝑡𝑡 + 𝛽𝛽3𝑋𝑋3𝑡𝑡 + 𝑒𝑒𝑡𝑡 , 𝑡𝑡 = 1,⋯ ,𝑇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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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𝑌𝑌�𝑡𝑡 = β�1 + β�2𝑋𝑋2𝑡𝑡 + β�3𝑋𝑋3𝑡𝑡  

 

식(25)를 추정하여 식 (26)을 얻은 뒤 다음과 같게 발전된 모형을 살펴

본다. 

 

(27)  𝑌𝑌𝑡𝑡 = 𝛽𝛽1 + 𝛽𝛽2𝑋𝑋2𝑡𝑡 + 𝛽𝛽3𝑋𝑋3𝑡𝑡 + 𝛾𝛾1𝑌𝑌�𝑡𝑡
2 +⋯+ 𝛾𝛾𝑛𝑛𝑌𝑌�𝑡𝑡

𝑛𝑛+1 + 𝑒𝑒𝑡𝑡    

 

따라서 RESET검정의 가설은 𝐻𝐻0: 𝛾𝛾1 = ⋯ = 𝛾𝛾𝑛𝑛 = 0 이다. 귀무가설이 기각

되면 원모형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설정한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못 하게 된다면 RESET검정은 모형 설정의 오류를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RESET검정 결과는 F통계량을 따른다.  

검정의 결과는 대부분 모형에서 설정상 오류를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HS06류, HS10류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

며, HS01류는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USUM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검정은 추정계수의 안정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Brown, Durbin, & Evans, 1975). 검정의 통계량은 각각 

식(27)과 같다. 

 

(27)  𝑊𝑊𝑡𝑡 = ∑ 𝑤𝑤𝑟𝑟
𝑡𝑡
𝑟𝑟=𝑘𝑘+1

𝑠𝑠
, 𝑡𝑡 = 𝑘𝑘 + 1,⋯ ,𝑇𝑇  

 where 𝑤𝑤𝑟𝑟 = �𝑦𝑦𝑟𝑟−𝑥𝑥𝑟𝑟′𝛽𝛽�𝑟𝑟−1�
�1+𝑥𝑥𝑟𝑟′(𝑋𝑋′𝑟𝑟−1𝑋𝑋𝑟𝑟−1�𝑥𝑥𝑟𝑟′)

, 𝑠𝑠 = ��̂�𝑒′�̂�𝑒
𝑇𝑇−1

 

 

추정한 계수가 표본의 기간에서 안정적이라면 𝑊𝑊𝑡𝑡는 0이 될 것이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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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부표 1] 참조). 검정 결과는 3개 품목이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

설을 기각하였다14.  

 

 

3. 단기적 영향 분석 및 수입 예측 

 

가격 및 소득이 중국 농식품 품목군별 수입에 대한 단기 영향은 [표 3-

7], [표 3-8]와 같다15. 대부분 수입수요에 대한 장기적 가격탄력성은 단기

에서보다 더욱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식품과 같은 비 내구성 

또는 생활 필수재는 단기에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대체재도 상대적

으로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이런 상품에 대한 반응이 탄력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든 오차수정항(ECt-1)의 계수는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되

었으며, 또한 모두 음(-)의 부호를 얻게 되었다.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수입

수요가 어떤 정책 등과 같은 외생적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기적 조정과

정을 통해 장기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차수정항

의 계수의 절대값은 장기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속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HS01류(산동물)의 오차수정항 계수는 -0.52이다. 만약 어떤 원인으로 

                                           
14 본 연구는 별도로 CUSUMSQ(cumulative sum of square)도 시행하였다. 결과

는 [부표 1] 참조. 

15 각 시기별 가격 및 소득의 영향을 [부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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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수입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1달 동안 HS01수입량이 약 51.8% 

정도의 단기조정과정 속도로 장기균형관계로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책 개입 등과 같은 영향(또는 충격)에 따른 장기 불균형을 수정하

기 위해 HS01품목은 약 2달(1달/0.51)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

다. HS14류(기타식물성생산품)는 장기 불균형을 수정하는 시간이 제일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S03류(어패류)는 장기 불균형을 제일 빠른 속도로 

수정하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HS03류는 지난 10년(2008년~2017년) 동

안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군이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군이다. 

HS14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적게 수입한 품목군이자 가장 적게 

수출하는 품목군이다.  

중국은 거대한 농식품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많은 품목에

서 2%의 농식품 부가가치세(증치세)를 감소하였다16. 나아가 본 연구에서

는 추정된 중국 농식품 품목군별 가격탄력성을 기반으로 하여 2018년 중국 

농식품 수입량을 예측해보았다([그림 3-5] 참조). 그리고 IMF는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6%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

에서 추정된 소득탄력성을 기반으로 2018년도 중국 농식품 수입량을 예측

해 보았다([그림 3-6] 참조). 

 

 

                                           
16「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税则-2018版」참조. 중국 농식품 부가가치세는 총 3

가지로 나뉘었다. 각각 11%, 13%, 17%이다. 2018년의 중국해관수출입관세세칙에 

따르면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17%인 품목은 그대로 보유하였고, 원 13%인 품목을 

11%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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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단기영향계수(HS01류~HS12류)  

 

                                                                   단위: 달 

변수 가격  소득 ECt-1 
 

 
 

불균형 조정 시간 

 
HS01 산동물 
  

-13.6359** 1.7781*** -0.5183*** 
 
 

 
1.9 (-2.0845) (3.1098) (-4.6046) 

 
HS02 식용설육 
  

-4.1471** -0.3659 -0.4167*** 
 

 

 
2.4 (-2.4057) (-0.7728) (-5.4047) 

 
HS03 어패류 
  

0.3031 -0.4347 -1.2103*** 
 
 

 
0.8 

(0.2327) (-1.1443) (-10.3125) 

 
HS04 낙농품·조란·천연꿀 
  

-3.8641*** -2.3383*** -0.5789***  
1.7 

(-2.9648) (-5.6486) (-7.4330) 

 
HS05 기타동물성생산품 
  

-4.9476** -0.3975 -0.5563***  
1.8 

(-2.0140) (-0.9134) (-4.9477) 

 
HS06 산수목·꽃 
  

-0.0183 0.1957** -0.2931***  
3.4 

(-0.0572) (2.0070) (-4.4909) 

 
HS07 채소 
  

-0.6147 -2.2939*** -0.3304***  
3.0 

(-1.0934) (-3.2513) (-4.3596) 

 
HS08 과실·견과류 
  

-0.7553** -3.5435 -0.3977***  
2.5 

(-2.0635) (-6.3313) (-3.1547) 

 
HS09 커피·차·향신료 
  

-2.3477*** -1.2903* -0.7229***  
1.4 

(-3.5065) (-1.6785) (-4.9371) 

 
HS10 곡물 
  

1.0639* -0.0218 -0.2779***  
3.6 

(1.8191) (0.9675) (-4.3919) 

 
HS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전분 
  

0.8933* 0.8788* -0.4594***  
2.2 

(1.7119) (1.9117) (-5.8584) 

 
HS12 채유용종자·인삼 

  

0.4598** 0.4433** -0.7073***  
1.4 

(2.0259) (2.6283) (-6.2572) 

주: 1) * p<0.1, ** p<0.05, *** p<0.01 

2) 소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낸다. 

3) ECt-1의 절대 값은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단기 조정 과정의 속도를 나

타내며, 따라서 다음 열의 시간은 장기에서 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소요 시

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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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단기영향계수(HS13류~HS24류)  
 

                                                         단위: 달 

변수 가격  소득 ECt-1 
  
 

불균형 조정 시간 

 
HS13 식물성엑스 
  

-0.6730* -0.1987 -0.5039***  
2.0 

(-1.7165) (-0.3565) (-3.7941) 

 
HS14 기타식물성생산품 
  

-1.4356 0.5367 -0.1449***  
6.9 

(-0.9182) (1.1829) (-3.4482) 

 
HS15 동식물성유지 
  

-0.3432 1.5050 -0.5708***  
1.8 

(-0.1897) (1.1964) (-6.0446) 

 
HS16 육·어류조제품 
  

-0.1801 -0.7979 -0.2968***  
3.4 

(-0.0554) (-0.7988) (-4.1244) 

 
HS17 당류·설탕과자 
  

-10.8034* -6.2673* -0.5538***  
1.8 

(-1.7589) (-1.6879) (-6.2867) 

 
HS18 코코아·초코렛 
  

-1.1591** 0.8167* -0.3903***  
2.6 

(-2.5231) (1.9269) (-3.9783) 

 
HS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0.7502** 0.9722** -0.8381***  
1.2 

(-2.0022) (2.1014) (-8.7385) 

 
HS20 채소·과실의조제품 
  

-1.3392*** -0.7898 -0.5621**  
1.8 

(-2.7264) (-1.3138) (-2.5786) 

 
HS21 기타의조제식료품 
  

-1.2929* -0.2327 -0.4354***  
2.3 

(-1.7092) (-1.3654) (-5.6094) 

 
HS22 음료, 주류, 식초 
  

-4.1890*** 2.9368*** -0.7949***  
1.3 

(-4.8945) (8.3894) (-10.175) 

 
HS23 조제사료 
  

8.7053 2.4197** -0.7361***  
1.4 

(1.6249) (1.8070) (-8.8842) 

 
HS24 담배 
  

4.5909 -6.6759** -0.7907***  
1.3 

(0.5428) (-2.3514) (-7.9554) 

주: 1)소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t통계량 

2)* p<0.1, ** p<0.05, *** p<0.01 

3) ECt-1의 절대 값은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단기 조정 과정의 속도를  

나타내며 따라서 다음 열의 시간은 장기에서 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소요 

시간을 뜻한다. 

 



61 

 

[그림 3-5] 2018년 가격 변화(부가가치세 2% 감소)에 따른 품목군별 수입 변화량 예측  

단위: 천 톤(ton) 

 

 

 

 

 

 

 

 

 

 

 

 

 

주: 파랑색 길이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 변화량이며, 각 품목군의 좌측 좌표에 대응하는 높이는 앞에 품목군과의 누

적 변화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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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8년 소득 변화(GDP 6.6% 증가)에 따른 품목군별 수입 변화량 예측    

 

단위: 천 톤(ton) 

 

 

 

 

 

 

 

 

 

 

 

 

 

주: 파랑색 길이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 변화량이며, 각 품목군의 좌측 좌표에 대응하는 높이는 앞에 품목군과의 누

적 변화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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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월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

여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의 장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과정은 불완전 수입수요함수를 오차수정항이 포함된 자기회귀분포시차 

모형으로 구축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모형의 각 변수 간 공적분 

관계, 즉 장기적인 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Pesaran, et al.(2001)이 제

안한 한계검정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소표본에서도 장단기에서 일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 값들이 I(0) 또는 I(1)에 상관없

이 장기관계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변수가 많은 

연구에서 단위근 검정을 제외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본 연구의 모든 

변수는 장기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모든 통계 검정에서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서 추정된 중국 농식품 수입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보다 품목군에서 비교적 전면적이며 구체적인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대부분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의 장단기 가격탄력성은 소

득탄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정부는 농식품 공급 균형을 이

루기 위한 정책을 관세와 같은 가격변수의 조정을 통해 농식품 수입에 영향

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중국은 무려 약 6억 

정도의 농촌 인구가 있으며, 약 3억 정도의 실제 농업 인구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구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 한 전제하에서 수

입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개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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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비교적 탄력적으로 추정된 가공농식

품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HS19류의 분유 같은 경우 필수재이자 가격변동에 비탄력적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국내 분유 공급이 부족한 것보다 2008년 중국 ‘멜라민 분유’ 

오염사건 터진 이후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강화와 시행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HS04류(낙농품∙조란

류∙천연꿀)은 24개 품목군에서 유일하게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높게 

추정된 품목군이며, 따라서 이 품목군에서 가격과 소득이 동일한 비중으로 

상승하게 되더라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수입량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그래야만 중국 소득 증가에 따른 고단백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입수요모형은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불완전대체모형을 사용했는데, 특히 품목별 가격 자료를 얻기 어

려운 측면에서 상대적 환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환율

은 모든 품목군의 상대가격으로 적합하느냐라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수요 탄력성을 가격변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의 주요 농식품 수입시장은 

경제가 매우 발달한 몇 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기타 지역들

과 심한 소득 격차가 있으므로 전국 평균적인 수입수요의 소득 및 가격탄력

성과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주요 지역별 소득 

및 소비 격차를 반영하여 농식품 수요탄력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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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대부분 선행연구보다 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여 품목군별 수

입수요 탄력성을 추정했지만, 향후 중국 국내 소득 증가와 농식품 소비 추

세를 반영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입대체 농식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세분된 품목별 데이터로 분

석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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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CUSUM 및 CUSUMSQ 검정 결과 

HS01(산동물): 

 

HS02(식용설육):   

 

HS03(어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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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04(낙농품∙조란∙천연꿀): 

 

HS05(기타동물성생산품):  

 

HS06(산수목∙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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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07(채소): 

 

HS08(과실∙견과류):  

 

HS09(커피∙차∙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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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0(곡물):  

 

HS11(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전분): 

  

HS12(채유용종자∙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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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3(식물성엑스): 

 

HS14(기타식물성생산품):  

 

HS15(동식물성유지): 

 

 

 



74 

 

HS16(육∙어류조제품): 

 

HS17(당류∙설탕과자):  

 

HS18(코코아∙초코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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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9(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HS20(채소∙과실의조제품):  

 

HS21(기타의조제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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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2(음료∙주류∙식초): 

  
 

HS23(조제사료): 

  

HS2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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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각 시차 별 가격변수의 영향(HS01~HS12) 

변수 

HS01 
산동물 

HS02 
식용설육 

HS03 
어패류 

HS04 
낙농품·조란
·천연꿀 

HS05 
기타동물성생
산품 

HS06 
산수목·꽃 

HS07 
채소 

HS08 
과실·견과류 

HS09 
커피·차·향
신료 

HS10 곡
물 

HS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HS12 채유
용종자·인
삼 

∆Pt -13.6360** -4.1471** 0.3031 -3.8641*** -4.9477** -0.0184 -0.6147 -0.7553** -2.3477*** 1.064* 0.8933* 0.4598** 

 (-2.0846) (-2.4058) (0.2327) (-2.9649) (-2.014) (-0.057) (-1.0934) (-2.0636) (-3.5065) (1.82) (1.7120) (2.0259) 

∆Pt-1   3.8845** 2.6449**                 0.1661 

   (-4.5031) (2.0896)                 (0.6901) 

∆Pt-2   1.9131**                   -0.0704 

   (-2.4988)                   (-0.294) 

∆Pt-3   1.9131                   0.4346* 

   (1.1674)                   (1.9099) 

∆Pt-4                       0.1138 

                       (0.5064) 

∆Pt-5                       0.1801 

                       (0.8206) 

∆Pt-6                       0.2493 

                       (1.1480) 

∆Pt-7               
 

      0.1778 

                     (0.8186) 

∆Pt-8                       -0.0537 

                       (-0.254) 

∆Pt-9                       0.3667* 

                       (1.7101) 

∆Pt-10                       -0.1597 

                       (-0.77) 

∆Pt-11                       0.3060 

                        (1.6090) 

주: 1)소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t통계량이다. 

2)*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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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2] 각 시차 별 가격변수의 영향(HS12~HS24) 

변수 

HS13 
식물성엑스 

HS14 
기타식물성생
산품 

HS15 
동식물성유지 

HS16 
육·어류조
제품 

HS17 
당류·설탕과
자 

HS18 
코코아·초코
렛 

HS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HS20 
채소·과실
의조제품 

HS21 기타
의조제식료
품 

HS22 
음료, 주류,
식초 

HS23 
조제사료 

HS24  
담배 

∆Pt -0.6730* -1.4357 -0.3432 -0.1801 -10.8034* -1.159** -0.750** -1.339*** -1.293* -4.190*** 8.705 4.591 

 (-1.7165) (-0.9182) (-0.1897) (-0.055) (-1.7589) (-2.5231) (-2.0022) (-2.726) (-1.709) (-4.8950) (1.625) (0.543) 

∆Pt-1   2.2965 3.7455** 5.4492 19.4644***       1.191     11.8997 

   (1.3946) (2.0501) (1.624) (3.0314)       (1.521)     (1.4478) 

∆Pt-2   1.4771 -2.8894 3.7411 -10.1758       -1.326*       

   (0.8911) (-1.5459) (1.0967) (-1.6354)       (-1.822)       

∆Pt-3   -3.3298** 1.7318 -0.7761 23.1692***               

   (-1.9960) (0.9136) (-0.226) (3.7177)               

∆Pt-4   1.0762 1.4964** 4.7321 1.9979               

   (0.6360) (0.8461) (1.397) (0.3313)               

∆Pt-5   -1.3403 1.9528 -3.2392 10.9098*               

   (-0.8199) (1.1241) (-0.949) (1.9158)               

∆Pt-6   2.2669 0.1940 -1.9478                 

   (1.4119) (0.1118) (-0.586)                 

∆Pt-7   -0.5557 2.7509 1.9141                 

   (-0.3636) (1.6332) (0.6048)                 

∆Pt-8   3.5848** 0.2207 4.3711                 

   (2.5037) (0.1314) (1.4969)                 

∆Pt-9     3.0303*                   

     (1.9538)                   

∆Pt-10                         

                         

∆Pt-11                         

                         

주: 1)소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t통계량이다. 

2)*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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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각 시차 별 소득 변수의 영향(HS01~HS12) 

변수 

HS01  
산동물 

HS02  
식용설육 

HS03  
어패류 

HS04  
낙농품·조란
·천연꿀 

HS05  
기타동물성생
산품 

HS06  
산수목·꽃 

HS07  
채소 

HS08  
과실·견과류 

HS09  
커피·차·향
신료 

HS10 곡물 HS11  
곡물의 분
과 조분 밀
가루·전분 

HS12  
채유용종자·
인삼 

∆Yt 1.778*** -0.3659 -0.4347 -2.338*** -0.3975 0.1957** -2.294*** -3.5435 -1.2903* -0.0218 0.879* 0.4433** 

 (3.1099) (-0.773) -1.1443 (-5.6486) (-0.9134) (2.0071) (-3.2512) (-6.3312) (-1.6785) (0.9675) (1.912) (2.6283) 

∆Yt-1   2.0771*** 1.2913*** 1.3659** 1.2968**   -0.4263 -0.0283 0.8446 0.4715   -0.0702 

   (4.8531) 4.2520 (2.3456) (2.5127)   (-0.7802) (-0.0402) (0.9623) (0.4064)   (-0.3484) 

∆Yt-2   -2.186*** -1.449*** -2.679*** -1.435***   -0.5549 -0.1352** 0.6099 -1.284**   0.3873*** 

   (-5.2931) -4.4651 (-5.6421) (-3.152)   (-1.0097) (-0.1939) (0.6815) (0.0175)   (4.2433) 

∆Yt-3   0.5430 -1.163*** -1.0027** -0.4714   -2.5692*** -2.3199** -3.993***     -0.0995 

   (1.1379) -2.6588 (-2.2057) (-0.9596)   (-3.5960) (-2.5886) (-3.4831)     (-0.5648) 

∆Yt-4       0.4484 0.4999     -2.1214 -0.5635     -0.0794 

       (0.8715) (0.9906)     (-2.3777) (-0.6668)     (-0.3902) 

∆Yt-5       -1.563*** -1.113***     0.9082 1.1398     0.5889*** 

       (-3.5575) (-2.719)     (1.4389) (1.3405)     (5.8276) 

∆Yt-6               0.3903 -2.611***     -0.531*** 

               (0.60969) (-3.5866)     (-2.9743) 

∆Yt-7               -1.3652***       -0.2056 

               (-2.7653)       (-1.0409) 

∆Yt-8                       0.3748*** 

                       (5.1713) 

∆Yt-9                       -0.3169* 

                       (-1.908) 

∆Yt-10                       -0.3396* 

                       (-1.8786) 

∆Yt-11                         

주: 1)소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t통계량이다. 

2)*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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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각 시차 별 소득 변수의 영향(HS12~HS24) 

변수 

HS13 
식물성 
엑스 

HS14  
기타 식물
성생산품 

HS15 
동식물성 
유지 

HS16 
육·어류 
조제품 

HS17 
당류 
·설탕과자 

HS18 
코코아 
·초코렛 

HS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HS20 
채소·과실의 
조제품 

HS21 
기타의 
조제식료품 

HS22 
음료,주
류, 식초 

HS23  
조제사료 

HS24 
담배 

∆Yt -0.1987 0.5367 1.5050 -0.7979 -6.2673* 0.81673* 0.9722** -0.7897 -0.2326 2.937*** 2.42** -6.68** 

 (-0.357) (1.1829) (1.1964) (-0.7988) (-1.6879) (1.9268) (2.1014) (-1.3137) (-1.3654) (8.389) (1.807) (-2.351) 

∆Yt-1 0.0093 -1.43*** -1.5757 3.7074*** 3.1221 1.6477*** 1.1384** 2.1292*** 0.839012***   
-
3.98*** 

6.1285*** 

 (0.0154) (-2.708) (-1.009) (3.2614) (1.5304) (3.6001) (2.2209) (3.2252) (4.5028)   (-2.89) (3.073) 

∆Yt-2 -0.7685 -0.2163 -1.5530 -2.2542* -1.0209   -0.5149 -2.0694*** -0.7599***   
-
4.38*** 

-4.057* 

 (-1.308) (-0.556) (-1.1683) (-1.9213) (-0.4908)   (-1.5179) (-3.1191) (-4.5366)   (-3.25) (-1.968) 

∆Yt-3 -0.4157 -0.1394 -0.1517 -4.5243*** -8.762**   0.1973 -1.7422*       -11.5*** 

 (-0.528) (-0.267) (-0.1067) (-3.0731) (-2.0368)   (0.4044) (-1.9299)       (-4.022) 

∆Yt-4 -1.987** -0.5623 -1.8725 1.9514* -3.1369   0.6847 -0.2350         

 (-2.459) (-1.196) (-1.1111) (1.7295) (-1.1839)   (1.5157) (-0.2643)         

∆Yt-5 0.5101   0.0188 -0.4362 6.7667**     -1.1721*         

 (0.6776)   (0.013) (-0.3854) (2.5548)     (-1.7997)         

∆Yt-6 -0.3534   -0.6675 -3.7752*** -13.18***     -1.5657**         

 (-0.6124)   (-0.4674) (-3.7724) (-3.0659)     (-2.3912)         

∆Yt-7 -0.6511   -2.8332*   -3.4571*     -1.1695*         

 (-1.1406)   (-1.705)   (-1.7386)     (-1.9490)         

∆Yt-8 1.1826**   -1.1763   2.5775               

 (2.2921)   (-0.8124)   (1.2706)               

∆Yt-9     1.9422   -8.5084**               

     (1.4949)   (-2.2621)               

∆Yt-10     -3.8698**                   

     (-2.5054)                   

∆Yt-11     -2.2429*                   

     (-1.7073)                   

주: 1)소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t통계량이다. 

2)*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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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elasticity of import demand, the responsiveness of trade flows to price 

chang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Colin 

Andre Carter & Walter H Gardiner, 1988), as it plays a pivotal role in addressing 

a wide range of economic issues, e.g., trade balancing, market equilibrium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ong-run and short-run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for imports of agro-food in China. Using the 

estimated elasticities, we predict the change in the quantity of China’s 

agricultural imports according to 2% reduced value added tax and expected 6.6% 

GDP growth in 2018, respectively. Furthermore, we also provide feasible policy 

suggestions associated with a set of China’s agricultural demand and suppl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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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data from 2008 to 2017 are used to estimate the import demand 

elasticities. The study adopts imperfect substitutes demand function for the 

China’s agricultural imports. And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error 

correction model (ARDL-ECM) is applied to test the presence of cointegration. 

By constructing the ARDL-ECM, not only can the bound test(cointegration test) 

be performed (Pesaran, Shin and Smith, 2001), but also the consistent long-run 

and short-run elasticities can be obtained by the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In 

addition, five statistical tests including B-G LM test, ARCH test, and Jarque-Bera 

test etc. are performed to test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estimators in the 

classical linear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run price 

elasticities of China’s agricultural import demand are generally quite elastic. And 

price elasticities tend to be higher for processed products than those less 

processed products. Among 24 agricultural import chapters, only chapter HS12 

and chapter HS19 are relatively inelastic. This is because yellow soybeans and 

powdered formulas, the two largest portions of China’s agricultural imports are 

in these two chapters respectively. As for the inelastic results, the former can be 

seen as China's huge demand for soybean as well as insufficient supply, while the 

latter is more about consumers’ rising concern over food safety than supply 

shortage. Second, the long-run income elasticities of China’s agricultural import 

demand are estimated to be higher in the section 4 than other three sections by 

and large. Especially, chapter HS22 shows the highest income elasticity among 

all chapters. Chapter HS04 is the only one whose income elasticity is higher than 

the price elasticity. This implies that Chines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import 

chapter HS04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price and income increase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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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rate.  

In line with the economy theory, the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China’s 

agricultural imports are more elastic in the long run than in the short run. In 

addition, both in the short run and long run, the price elasticities are mostly higher 

than the income elasticities. Therefore, to affect the supply of imported agro-food, 

it is more efficient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adjust price variables, such as 

tariffs. As China's GDP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predicted by IMF, 

policies aiming to raise farmers’ income should pay attention to items with higher 

income elasticities of imported agro-food.  

 

 

Keywords : elasticities, agro-food trade, imperfect substitutes demand 
functio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error correction model, bou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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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은 저에게는 충실하고 추억이 많았던 여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관악산 기슭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마음껏 공부 하고 돌아가던 시간, 학우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열

띤 토론을 벌였던 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을 여행했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에서 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들…. 모두 너

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에 있는 저의 장학금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재단 덕분에 재정적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의 노력을 통해 누구에게 이

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길고 험난한 학업의 길에서 인생의 도리까지 깨우쳐주는 지도교수를 만나는 것은 참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연이지만 교수님께서 베

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간직해 두겠습니다. 특히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조언을 두고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논문 심사를 맡아 주신 김관수 

교수님, 안동환 교수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한국어 어구, 용어 등에 

대해 유용한 조언을 해 주신 장도환선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

을 만들어주신 여러 학우들과 선배들에게도 감사말씀 전합니다.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과 세상을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가족의 사랑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가족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드디어 가족들과 하나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매우 뿌듯합니다. 그리고 학부시절부터 나의 고민과 기

쁨을 함께해준 홍이와 례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오늘처럼 오래오래 함께해줬으면 좋겠어…. 

“自非智足以周知，仁足以自爱，道足以忘物之得丧，志足以一气之盛衰，则孰能见几祸

福之先，脱屣尘垢之外？” —— 路漫漫其修远兮，吾将上下而求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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