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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은 현재 한국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며,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주곡이다. 밀을 제분하여 만들어지는 밀

가루는 다양한 식품 생산에 이용되는 기초 원재료로 그 이용 가치

가 높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5 양곡년도 밀의 국내

자급률은 1.2%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입산 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밀가루를 포함한 밀 관련 가공식품의 생산 비용은 국

제 소맥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 밀 가격의 변동이 가공식품 소매가격에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만약 미치고 있다면,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유통채널별 밀가

루와 라면의 가격이었고, 독립변수는 두바이산 원유 가격과 수입 밀

가격이었다.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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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키-풀러(Augmented Dickey Fuller, ADF) 검정을 실시한 결과 밀

가루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라면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라면의 평균

가격을 제외한 가공식품의 소매가격과 수입 밀 가격은 모두 안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유 가격은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시행하기 전에 분석 기간 내에 구조 변화

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USUM 검정을 실시하였다.

CUSUM 검정 결과, 수입 밀 가격-독립슈퍼 라면 가격과 수입 밀

가격-평균 라면 소매가격 간에 2012년 8월 첫째 주부터 구조 변화

가 있었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 기간을 구분하여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진행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밀가루 소매 시장에서는 어떤 유통 채

널도 Granger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라면 시장에서는 수입

밀 가격-체인슈퍼 라면가격, 수입 밀 가격-일반식품점 라면가격 사

이에서 Granger 인과성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원자재 가격

이 국내 가공식품 소매가격에까지 전이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

인으로는 ①전체 생산비에서 농산물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과, ②식품 공급체인(supply chain)의 구조 및 효율성이 있다

(García-Germán et al., 2016). 전체 생산비에서 밀 구입비용이 차지

하는 비중이 밀가루가 라면에 비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라면 시

장으로의 Granger 인과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통해 가격

전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원자재 비중보다는 식품 공급체인

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적 가격 전이 여

부를 검정해 본 결과 일반식품점 밀가루 시장에서는 분배적 비대칭

적 가격 전이가, 체인슈퍼 라면 시장에서는 분배적 비대칭적 가격

전이와 누적적인 비대칭적 가격 전이 모두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에서 수입 밀 가격의 상승효과와 하락

효과의 절대값은 누적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시장에서 일반식품점이 차지하는 비중(9.6%)과 라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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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인슈퍼가 차지하는 비중(24.2%)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하면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밀가루와 라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비교적 정태적인 국내 공

급 체인을 거치면서 수입 밀의 가격 변동성이 밀가루와 라면의 소

매 단계에 와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수입 밀 가격,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가격,

비대칭적 가격 전이, Granger 인과성 검정, CUSUM

검정, 자기시차분포모형 

학  번 : 2014-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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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밀은 현재 한국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며,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주곡이다. 밀을 제분하여 만들어지는 밀

가루는 다양한 식품 생산에 이용되는 기초 원재료로써 그 이용 가

치가 높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5 양곡년도 밀의 국

내 자급률은 1.2%에 불과한 수준으로1) 수입산 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밀가루를 포함한 밀 관련 가공식품의 생산 비용은

국제 소맥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국제

소맥 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작황이나 환율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

내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가격 전이란 생산 요소의 가격 변동이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비대칭적 가격 전이(asymmetric

price transmission)는 특정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이를

가공한 생산물의 가격 변화분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이를 가공한 생산물의 가격 변화분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흔히 전자의 가격 변화분이 후자의 가격 변화분보다 큰

경우 양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라고 하며, 전자의 가격 변화분이 후

자의 가격 변화분보다 작은 경우 음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라고 한

다.

일반적으로 가격 전이의 원인으로 ①전체 생산비에서 농산물 원

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②식품 공급체인(supply chain)2)의

구조 및 효율성을 들 수 있다(García-Germán et al., 2016). 따라서

1) 2016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 공급체인은 원재료, 재공품, 완제품의 흐름은 물론 공급자, 생산공장, 창고, 물류

센터, 소매상으로 구성된다(Simchi-Lev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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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구입비용이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가 나는 밀가

루와 라면 시장에서의 가격 전이 양태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밀

공급체인의 중요성과 그 특징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밀이 한국의 식품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주간 수입 밀가격과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소매가격 간의 Granger 인과성이 나타나고 있

는지와 비대칭적 가격 전이(asymmetric price transmission)가 나타

나고 있는지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 밀 가격이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소매가격에 실제로 연동되

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시행한다. 그러나

먼저 Granger 인과성 검정 이전에 해당 모형에서 구조 변화가 나타

났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CUSUM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 밀 가격과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소매가격 비대

칭적 가격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기시차분포 모형을 사용한

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방법론적 측면

비대칭적 가격 전이에 관한 가장 초창기의 연구는 Houck(1977)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Houck이 제안한 기본 모형은 수많은 연

구들에 의해서 활용되었는데, 김태훈․김배성(2009)은 곡물수입가격

과 곡물가공품가격 간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관계를 검정하면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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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 계열 간 인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Houck(1977)의 기

본 모형을 활용하여 양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 여부를 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비대칭

적 오차수정모형(asymmetric error correction model)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두 변수 간의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 term)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

행한다면 관련 변수 누락 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가 발생하

여 왜곡된 검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Von Cramon-Taubadel(1996)의 연구는 Houck의 기본모형의 이러

한 한계를 지적하며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독일에서의 돼

지고기의 도매가격-소매가격 간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를 분석하였

다. 실제로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은 최근의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심춘수 외, 2005; 김태훈․안병일, 2010;

Alam et al., 2016; García-Germán et al., 2016).

본 연구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이수진(2014) 역시 동일한 품목들

을 대상으로 하면서 곡물수입가격과 곡물가공품가격 간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asymmetric error

correction) 혹은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모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적분 관

계를 모형 안에 추가하여 관련 변수 누락 문제에서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형 내에서 장기 조정 과정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단기적인 비대칭적 가격 전이 여부

뿐만 아니라, 모형이 균형에서 이탈하였을 때 다시 균형으로 회귀하

려는 조정 속도(speed of adjustment)의 비교까지 가능한 것이다. 그

러나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은 두 변수가 공적분 관계에 있을 때만

사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비대칭적 가격 전이의 문제는 농업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

가격과 국내 석유 제품 간의 관계에서도 크게 관심 있는 주제이다.3)

3) 석유산업은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높다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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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제 원유와 국내 석유 제품을 다룬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을 폭넓게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들 연구 간에는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유

종, 분석기간, 유통단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의 빈도(frequency)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임상수, 2007; 김진형,

2015).

한편, 본격적인 비대칭적 가격 전이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Granger 인과성 검정을 통해 인과성이 있는 품목들 간으로 한정하

여 비대칭적 가격 전이 양태를 다루는 연구들도 있는 반면(안병일,

2009; 김태훈․안병일, 2010; Ward, 1982), Granger 인과성의 결과가

기존 연구들 간에 상충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Granger 검

정 결과와 무관히 선정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비대칭적 가격 전이

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Kinnucan and Forker, 1987).

2.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

나는 원인들은 연구별로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우선 제조 기업의 손해 기피 성향이 이익 추구 성향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Von Cramon-Taubadel, 1996). 특히 시장이 과점

형태에 처해 있는 경우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조 기업의 이와 같

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업이 인식하는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곡

선과 하락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날 때 비용 상

주로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국제 원유가격이 등락할 때 정유사들이 시
장지배력을 활용해 그들에게 유리하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김진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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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충격과 하락 충격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4) 또한 독점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은 자신이

독점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유인을 지니는데, 이

러한 비대칭성은 시장이 해당 기업의 독점력을 쉽게 알아챌 수 없

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제가 중간 기업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다(Kinnucan and Forker, 1987). 예를 들어, 정부가 생산자 가격지

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유통업자는 생산물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것으로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며, 반대로 생산

물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며, 곧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할 것

이라는 일종의 비대칭적인 기대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

산물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 유통업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

하락보다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팔리지 않은 재고량 보관으로 인한 손해를 두려워하는 제조

기업이 가격을 쉽사리 올리지 않아 음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

타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Ward, 1982).

Peltzman(2000)은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비대칭적 가격 전이 여

부를 파악한 후, 비대칭성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

였다. 그에 따르면 비대칭적 가격 전이는 비교적 폭 넓은 범위의 제

품들 사이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비대칭성 결정 요인으

로 산업 집중도와 같은 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

면 원자재 투입물의 가격 변동성이 높을수록 비대칭성은 줄어들었

고, 소매시장까지의 유통 단계의 수가 많을수록 비대칭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비대칭적 가격 전이의 원인으로 다른 선행연구들은 정

보의 비대칭성(Busse et al., 2006), 메뉴 비용(Ball and Mankiw,

1994) 등을 언급하고 있다.

4) 미시경제학의 굴절수요곡선과 동일한 맥락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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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수입된 곡물과 곡물가공품 간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를 다

룬 연구들은 식품의 제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를 지닌다. 또한 월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태적인 조정과정에 적합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매가격을 단 하나로 가정하여 실제

로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는 식품의 가격은 유통채널별로 다르게 나

타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바이산 원유 가격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추

가하여 제조비 및 유통비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삼았을 뿐 아니라, 수

입 밀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 모두 주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태적

인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매가격을

할인점, 체인슈퍼,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편의점 등 다섯 가지로 구

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비대칭적 가격 전이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는 차별성을 지닌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2장에서는 밀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밀의 생산 및 소비의 해외 국가들의 동향을 주로 제시하였고 이후

에는 국내 밀의 수입 구조 및 국내 밀가루와 라면 시장의 구조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수입 밀 가격과 가공식품 소매가격 간의 비

대칭적 가격 전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 모형과 데이터가 제

시된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의 분석 모형을 실제로 회귀한 결과를

살펴보고 이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는 본 연구를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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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추정치)

2015/16

(예측치)

2016/17

(예측치)

총 생산량 653.9 699.6 657.5 717.1 728.8 734.3 717.2

EU 136.8 137.4 131.6 143.2 156.1 159.3 152.1

중국 115.2 117.4 120.8 121.9 126.2 130.2 127.4

인도 80.8 86.9 94.9 93.5 95.9 86.5 90

미국 58.9 54.2 61.3 58.1 55.1 55.8 52.8

러시아 41.5 56.2 37.7 52.1 59.1 61 59

캐나다 23.3 25.3 27.2 37.5 29.4 27.6 29.5

호주 27.4 29.9 22.9 25.3 23.1 24.2 25

총 소비량 658.6 700.6 679.2 698.5 716.8 719.4 714.6

기말재고량 192.6 191.5 169.8 188.4 200.4 215.3 217.9

수출량 126.1 146.5 141.9 156.5 153.4 154.1 153.3

EU 23.9 17.4 23.5 32.8 36.2 33.2 34

미국 35.1 28.6 27.5 32 23.2 20.5 23.5

캐나다 16.2 17.5 19.6 23.5 23.9 22 20.9

호주 18.6 24.7 18.6 18.6 16.6 17.4 18.2

러시아 4.0 21.6 11.2 18.5 22.2 23.4 23.4

제 2 장 밀 수급 동향 및 국내 밀가루와 라면

시장 동향

제 1 절 밀 수급 동향

1.　세계 밀 수급 동향

밀은 세계의 주식량으로 생산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밀은 봄

밀(spring wheat)과 가을밀(winter wheat)로 구분되는데, 재배되는

밀의 대부분은 가을밀로서 농업기후지대에 따라 각각의 생육조건이

다르다. 위도상 북위 30~60도와 남위 27~40도에서 주로 재배되며,

최저 생육온도는 3~4℃이고, 적온은 25℃, 최고온도는 30~32℃이다.

열대지역에서는 해발 2,000~3,200m 까지 재배하고 있으며, 티베트에

서는 해발 4,270~4,570m에서 밀을 재배한다는 보고도 있다(농촌진흥

청, 2001).

<표 2-1> 세계의 밀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단위: 백만톤)

자료: 국제 곡물 위원회(www.igc.int)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밀 생산국은 EU, 중국, 인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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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전 세계 밀 생산량의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밀 생산국들 중에서 자국의 수요

가 높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다

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밀 최대 수

출국이었던 미국은 미 달러화 강세로 미국산 밀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밀은 세계적으로 2015/16 년도 총 소비량 7억 1,900만 톤 중 67%

정도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20% 정도는 사료용으로, 3%는 공업용으

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1> 국제 밀 가격(2010년 1월~2016년 5월) 추이

(2010년 1월 1일 가격=100)

자료: 국제 곡물 위원회(www.igc.int)

한편 최근 국제 밀 가격의 추이는 <그림 2-1>에 나타나 있다. 국

제 밀 가격은 환율이나 주요국의 정치적인 사건 등으로 인해 변동

하기도 하나, 가장 주된 결정 요인은 주요국의 기상 여건이 어떠한

가에 달려 있다. 2010년 7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EU 등

에서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전 세계 생산량이 1,530만 톤 가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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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총계 2,074,276 2,439,200 2,376,445 2,211,598 2,256,130 2,355,416

미국 1,030,748 1,252,754 1,170,752 1,090,296 1,067,928 1,105,873

캐나다 129,588 196,517 178,499 169,435 166,233 200,934

카자흐스탄 1 0 403 0 0 0

터키 0.52 0 0 0 930 3,322

호주 904,679 989,929 1,026,791 951,867 1,018,999 1,041,946

러시아 9,261 0 0 0 0 39

프랑스 0 0 0 0 2,040 3,302

소해 이로 인해 국제 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13년 6월에

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에서의 생산량이 510만 톤 정도 감

소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밀 수출국 내에서 밀 생산에 우호적인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2016년 5월의 국제 밀 가격은 2010년 이래로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다.

2. 국내 밀 수급동향

한국에서 밀가루 생산은 대부분 해외의 밀을 구입한 뒤에 국내에

서 제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국, 호주, 캐나다로

부터 밀을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99%를 넘어서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미국산과 호주산이 주로 제분용으로

사용되며, 캐나다산 밀은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프랑

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밀 역시 조금씩 수입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2-2> 국가별 밀 수입량(2010년~2015년)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밀을 수입한 이후 이를 제분하여 크게 강력, 박력, 중력 밀가루를

가공하게 되는데 최근 종류별 밀가루 생산 실적 및 소비량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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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1 2012 2013 2014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중력 1,236,000 1,246,000 1,279,000 1,222,000 1,275,000

강력 294,000 295,000 271,000 249,000 254,000

박력 198,000 190,000 193,000 159,000 170,000

합계 1,728,000 1,731,000 1,743,000 1,630,000 1,699,000

소비량

국내가공

밀가루
1,765,000 1,834,000 1,881,000 1,766,000 1,895,000

수입

밀가루
73,272 32,317 30,203 25,304 23,955

합계 1,838,272 1,866,317 1,911,203 1,791,304 1,918,955

1인당

밀가루

소비

32.6 32.8 33.4 31.4 33.6

2-3>과 같다. 이와 같은 국내 가공 밀가루 외에도 국내에서 밀을

재배하여 제분한 국산 밀가루와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하여 들어오

는 수입 밀가루도 실제로 소비되고 있으나 국내 가공 밀가루에 비

하면 아직 그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

심으로 국산 밀가루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저렴한 국내 가공 밀가루와는 여전히 가격이 3~4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매자들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3> 종류별 밀가루 생산실적 및 밀가루 소비량(2010년~2014년)

(단위: 톤)

자료: 한국제분협회(http://www.kofmia.org/)

주1) 국내가공밀가루는 판매량을 집계한 것이고, 수입 밀가루는 완제품 밀가루의

수입량을 집계한 것임.

주2) 1인당 밀가루 소비는통계청추계인구
밀가루총소비량

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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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식품 시장은 성숙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보다는 프리미엄화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

다. 밀가루 역시 유기농 밀가루와 같이 프리미엄 밀을 추구하는 소

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 경로의 다변화가 점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국내 밀가루 및 라면 시장 동향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밀가루는 그 자체로도 완제품의 형

태로 소비자들에게 소비될 뿐 아니라 빵, 과자, 라면 등 여러 제품

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공시자료(2015)에 따르면, 생산된

밀가루 중에서 대리점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비중은 약

30% 정도이며, 나머지 70%는 모두 2차 가공업체인 제면, 제과, 제

빵업체로 직접 공급된다. 즉, 직접소비보다는 전방산업 수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밀

가루 소매 시장과 라면 소매 시장의 매출액 및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 밀가루의 국내 공급 체인

자료: 2010 양정자료(농림수산식품부) 토대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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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합 계

백화점
93

(0.7)

80

(0.7)

93

(0.7)

68

(0.7)

333

(0.7)

할인점
2,908

(21.8)

2,378

(19.9)

2,884

(21.2)

2,058

(20.3)

10,228

(20.9)

체인슈퍼
3,219

(24.1)

2,885

(24.2)

3,308

(24.4)

2,332

(23.0)

11,743

(24.0)

편의점
133

(1.0)

152

(1.3)

155

(1.1)

136

(1.3)

576

(1.2)

독립슈퍼
5,775

(43.2)

5,254

(44.0)

5,846

(43.0)

4,551

(44.8)

21,426

(43.7)

일반식품점
1,228

(9.2)

1,182

(9.9)

1,294

(9.5)

1,015

(10.0)

4,718

(9.6)

합 계 13,356 11,931 13,580 10,159 49,026

1. 밀가루 시장 동향

먼저 각 유통채널별 밀가루 소매시장 매출액 규모는 <표 2-4>와

같다. 밀가루는 독립슈퍼, 체인슈퍼, 할인점, 일반식품점, 편의점, 백

화점 경로 순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유통채널별 밀가루 소매시장 매출액 규모(2015년)
(단위: 백만원)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주) 괄호 안은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의미

한다.

국내 밀가루 소매 시장은 CJ 제일제당, 대한제분이 전체 밀가루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 2015년의 제조사별 소매시

장 매출액 규모는 다음 <표 2-5>와 같다. 밀가루는 수요의 가격탄

5) 그러나 이는 B2C 거래로 한정하여 제시한 것이며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2차 가
공업체로 공급되는 B2B 시장까지 고려하는 경우 CJ 제일제당 25%, 대한제분 
25%, 동아원 1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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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합계

CJ제일제당
8,184

(61.2)

7,474

(62.6)

8,754

(64.4)

6,373

(62.7)

30,785

(62.8)

대한제분
3,645

(27.2)

3,020

(25.3)

3,282

(24.2)

2,692

(26.5)

12,639

(25.8)

삼양사
485

(3.6)

393

(3.3)

416

(3.1)

273

(2.7)

1,567

(3.2)

사조
313

(2.3)

289

(2.4)

302

(2.2)

198

(1.9)

1,102

(2.2)

우리밀
209

(1.6)

218

(1.8)

233

(1.7)

156

(1.5)

816

(1.7)

PB
133

(1.0)

157

(1.3)

165

(1.2)

150

(1.5)

605

(1.2)

동아원
98

(0.7)

77

(0.6)

83

(0.6)

63

(0.6)

321

(0.7)

대상
91

(0.7)

86

(0.7)

97

(0.7)

62

(0.6)

336

(0.7)

기타
198

(1.5)

217

(1.8)

248

(1.8)

192

(1.9)

855

(1.7)

합계 13,356 11,931 13,580 10,159 49,026

력성이 낮아 가격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절

성을 보이지 않으며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 역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제분업체 입장에서는 밀을 해외로부터 구입하기 때문에 국

제 곡물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표 2-5> 제조사별 밀가루 소매시장 매출액 규모(2015년)

(단위: 백만원)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주) 괄호 안은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제조사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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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합계

백화점
2,280

(0.5)

2,541

(0.6)

2,409

(0.6)

2,784

(0.6)

10,014

(0.6)

할인점
124,513

(29.6)

120,316

(28.0)

130,377

(30.0)

137,401

(29.3)

512,607

(29.2)

체인슈퍼
99,370

(23.6)

106,108

(24.7)

105,178

(24.2)

113,470

(24.2)

424,126

(24.2)

편의점
65,243

(15.5)

69,349

(16.2)

65,183

(15.0)

74,441

(16.0)

274,216

(16.0)

독립슈퍼
90,702

(21.5)

91,620

(21.3)

91,975

(21.2)

97,985

(20.9)

372,282

(21.2)

일반식품점
38,953

(9.3)

39,292

(9.2)

38,710

(8.9)

42,703

(9.1)

159,658

(9.1)

합계 421,062 429,225 433,832 468,784 1,752,903

2. 라면 시장 동향

먼저 각 유통채널별 라면 소매시장 매출액 규모는 다음 <표

2-6>과 같다. 라면은 할인점, 체인슈퍼, 독립슈퍼, 편의점, 일반식품

점, 백화점 경로 순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유통채널별 라면 소매시장 매출액 규모(2015년)

(단위: 백만원)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주) 괄호 안은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의미

한다.

국내 라면 소매 시장은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순의 매출액 규

모를 보이고 있다. 라면 역시 기초 생필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

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낮고, 계절성을 띠지 않으며, 경기 변동에

둔감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라면 제조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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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합계

농심
255,072

(60.6)

254,494

(59.3)

261,547

(60.3)

267,698

(57.1)

1,038,811

(59.3)

오뚜기
76,758

(18.2)

72,906

(17.0)

76,297

(17.6)

105,226

(22.4)

331,187

(18.9)

삼양
51,488

(12.2)

47,354

(11.0)

45,769

(10.5)

49,411

(10.5)

194,022

(11.0)

팔도
25,533

(6.1)

41,368

(9.6)

38,120

(8.8)

34,556

(7.4)

139,577

(8.0)

풀무원
7,740

(1.8)

7,751

(1.8)

6,563

(1.5)

7,099

(1.5)

29,153

(1.7)

PB
3,329

(0.8)

4,272

(1.0)

4,382

(1.0)

3,516

(0.8)

15,499

(0.9)

기타
1,142

(0.3)

1,080

(0.3)

1,154

(0.3)

1,278

(0.3)

4,654

(0.3)

합계 421,062 429,225 433,832 468,784 1,752,903

프리미엄 라면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

는데, 2015년의 제조사별 소매시장 매출액 규모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제조사별 라면 소매시장 매출액 규모(2015년)

(단위: 백만원)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주) 괄호 안은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제조사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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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제 1 절 분석 모형

1. 추가된 디키-풀러(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본격적인 가격 전이의 양태를 살펴보기 이전에 분석 자료들의 안

정성(Stationarity)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시계열의 안정성

이란 각 시점에서 실현된 관측치들의 평균과 분산이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게 유지(time-invariant)되며, 시차 차이가 동일하다면 관측치

들 간의 공분산이 어떤 시점에서든 항상 같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시계열 변수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

우, 해당 시계열 변수는 불안정적(Non-stationary)이라 할 수 있는

데, 불안정적인 변수 간의 통계적 추론은 가성적 회귀(Spurious

regression)6)가 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분(differentiation)과

같이 변수의 적절한 변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해 추가된

디키-풀러(Augmented Dickey-Fuller, ADF) 검정을 수행하였다. 추

가된 디키-풀러 검정은 시계열 변수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

다.

6) 가성적 회귀란,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선험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적인 시계열 변
수 간의 회귀에서 나타나며, 허구적 회귀라고도 한다(Gujarati and Por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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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  

여기서 는 해당 변수의 차분값을 의미하며, 는 절편항을, 는

추세항을 의미한다. 또한   변수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문

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를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한편,

시차 길이 은 AIC 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a)에 의해 선정

한다.

식 (1)~(3)의 회귀식을 통해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인   를

검정할 수 있는데, 만약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면

(   ⇔    )  를 안정적인 것으로, 기각하지 못한다면

(   ⇔    )  를 불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Granger 인과성 검정

또한 Granger 인과성 검정을 통해 수입 밀 가격이 국내 유통채널

별 가공식품 가격으로 실제로 전이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수입 밀 가격을 외생변수로 가정하여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가공식품 가격은 수입 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

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수입 밀 가격이 가공식품 가격 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정할 수 있다. 한편 Granger 인과성

검정은 시계열 변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검정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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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먼저 변수들이 모두 안정적인 경우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위한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모

형은 다음과 같다.

(4)  
  



 
  




  



, ∼ 

식 (4)에서  는 가공식품의 소매가격을, 는 두바이 원유 가

격을, 는 수입 밀 가격을 의미한다. (4)에서는 가공식품 소매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입 밀 가격과 원유 가격이 있다고 가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품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전달

되기까지는 제품 가공비용과 유통비가 추가로 지출된다. 원유 가격

을 모형에 추가한 것은 이용 가능한 자료 중에서 이와 같은 제품

가공비용과 유통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7) (4)의 VAR 모형에서 귀무가설    ⋯   

에 대한 F 검정을 통해  가  를 Granger cause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Geweke, 1982).

한편, 해당 변수가 불안정적인 경우라면 Granger 인과성 검정은

다음 식 (5)와 같이 안정성을 지닌 1차 차분된 값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 ∼ 

3. CUSUM 검정

또한 Granger 검정을 수행하기 이전에 해당 모형에서 구조 변화

7) García-Germán et al. (2016) 역시 국제 농산물 원자재 가격의 국내 소비자 가
격으로의 전이 과정을 분석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을 제조비와 유통비의 대리 변수
(proxy variable)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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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change)가 나타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Granger 인과성

검정(식 (4) 혹은 식 (5))에 대하여 Brown et al(1975)의 CUSUM

검정을 시행한다. CUSUM 검정은 Chow 검정과는 달리 구조 변화

가 나타난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도 사용 가능해 널리 사용

되는데, 통계량의 경로가 CUSUM 검정의 유의 수준에 대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귀무가설(: 추정계수 가 안정적이다)을 기각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단순 회귀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6)    

는 종속변수이며 × 벡터, 는 독립변수이며 × 벡터, 는

이 회귀식의 계수이며 ×벡터, 는 오차항이며 × 벡터이다.8)

Brown et al(1975)은 검정통계량을  


 





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여기서  


⊤
⊤  

⊤

 
⊤ (은 ×이며 열벡터이다)이며, 반

복잔차(recursive residuals)로 정의된다. 또한  





⊤

로 전체 표

본기간을 이용하여 추정한 회귀직선의 표준오차이다. 여기서 가설검

정의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한다면 { ± } 와

{ ±× }를 연결한 직선이 유의 수준이 된다. CUSUM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추정계수가 안정적이라는 것이므로, 검정통계

량이 유의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8) Brown et al(1975)은 원래 가 시점 별로 독립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며 정태모형
을 가정하였으나, Krämer et al(1988)은 동태모형이라 할지라도 점근적으로는 정
태 모형에서의 가설 검정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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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시차분포 모형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수입 밀 가격과 유통채널 가격 간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시차분포 모형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모

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7)  
  



 
 




 






 
 






 

, ∼ 

   
 는      경우의    값을 의미하며, 만약

   ≤ 이라면 0으로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는

     경우의    값을 의미하며, 만약    ≥ 이라면

0으로 표시된다. 나머지 변수들의 의미는 식 (4)에서와 동일하다. 한

편, 식 (7)에서도 역시 두바이산 원유 가격을 가공비용 및 유통비용

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국내 가공식품 소매가격의 변동에 원유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7)의 회귀에서   
  

를 검정함으로써, 기 전 수입 밀

가격 변동이 현재 밀가루와 라면 가격에 비대칭적으로 전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를 검정하여 수

입 밀가격과 가공식품 가격 간의 비대칭적 전이가 누적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지 여부 역시 판단할 수 있다(Wald,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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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자료

1. 수입 밀 가격 자료

본 논문에서는 수입 밀 가격 자료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주간 제분용 밀 수입통관가격을 사용하

였는데, 수입통관가격은 한 주간의 수입 물품가액에서 수입된 물량

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수입 물품가액은 달러화로

표기되어 있어 원화로 단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달러화 가격의 일별 시가를 주

간 평균가격으로 변환하여 수입 물품가액에 곱하는 방식을 선택하

였다.

2.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가격 자료

또한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자료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하고 있는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군으로 밀가루와 라면을 선정하였으며,

밀가루와 라면의 가격으로는 CJ제일제당의 “백설밀가루중력1등급”

과 대한제분의 “곰표밀가루중력” 소매가격의 단순 평균값과 “농심

신라면”, “삼양라면”, “팔도 비빔면” 소매가격의 단순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9) 10) 한편, 할인점과 같은 소매점에서는 쿠폰 발행, 1+1과

같은 판촉 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식품산업통계정보의 자료

에는 이에 따른 가격 할인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9)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전체 밀가루 시장에서 CJ 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의 시
장 점유율은 2016년 1분기에 약 89.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기간 라면 시
장에서 농심, 삼양, 팔도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 라면 시장에서 70% 정도이다.  

10) 봉지라면 가격 정보는 낱개 판매가 아닌 5개 묶음 판매의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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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 분류 기준

할인점 대형 할인마트

체인슈퍼 SSM이나 체인슈퍼를 보유한 슈퍼

독립슈퍼
중대형 규모의 개인 슈퍼마켓(POS 기기를 2대 이상 보

유하고 있는 점포는 1개)

일반식품점
중소형 규모의 슈퍼마켓이나 식품판매점(POS 기기를 1

대 이하 보유)

편의점
셀프 서비스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24시간 운영되는

점포

백화점 백화점

또한 본 논문에서의 가공식품 소매가격 자료는 유통채널별로 다

르게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통채널별 분류 기준은 한국농식품유통

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의 것을 따랐다. 이는 다음 <표 3-1>

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 유통채널별 분류 기준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3. 두바이산 원유 가격

마지막으로 제조비와 유통비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두바이산 원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Opinet)에서 제공하는 싱

가폴의 현물 시장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바이산 원유를 선택한

것은 두바이산 원유는 서부 텍사스 원유나 브렌트유 보다 더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오피넷에서는 달러

로 거래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가격 단위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달러화 가격을 사용하여 변환한 후에 제공하

고 있다. 이상 본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들의 기초통계량 및 시

계열 그림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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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단위근 검정 결과

추가된 디키-풀러(ADF) 검정을 통해 단위근 존재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는 식 (2)에서 추

정된 결과이며,  는 식 (3)에서 추정된 값을 의미한다. 검정 결과

대부분의 가공식품 소매가격은 안정적인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으

나, 독립슈퍼 라면 가격, 일반식품점 밀가루 가격, 일반식품점 라면

가격에서는  검정 통계량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유가격과 라면 평균가격은 와
  모두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차분을 한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변수들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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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통계량(식 (2))   검정통계량(식 (3))

밀수입가격 - 3.8*** - 4.03***

원유가격 - 0.08 - 1.39

할인점

밀가루 - 3.4** - 4.84***

라면 - 2.94** - 5.54***

체인슈퍼

밀가루 - 2.77* - 5.92***

라면 - 3.11** - 5.64***

독립슈퍼

밀가루 - 4.26*** - 5.15***

라면 - 1.89 - 3.62**

일반식품점

밀가루 - 2.07 - 4.09***

라면 - 1.68 - 3.63**

편의점

밀가루 - 8.27*** - 8.65***

라면 - 2.73* - 4.96***

평균가격

밀가루 - 2.64* - 5.25***

라면 - 1.2 - 2.90

<표 4-1> 추가된 디키-풀러(ADF) 검정 결과

주1)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

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2) 임계치는  인 경우 유의수준 1%, 5%, 10%에 대하여 순서대로 각각

–3.44, -2.87, -2.57 이며, 인 경우 역시 순서대로 –3.98, -3.42, -3.13 이다.

제 2 절 CUSUM 검정 결과

CUSUM 검정 결과, 밀가루 시장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

하였으나 수입 밀 가격-라면 독립슈퍼 소매가격, 수입 밀 가격-라면

유통채널 평균 소매가격 간에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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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가 루 라 면

검정통계량 p-value 검정통계량 p-value

수입 밀 가격

→ 할인점 소매가격
0.472 0.691 0.265 0.961

수입 밀 가격

→ 체인슈퍼 소매가격
0.261 0.962 0.488 0.655

수입 밀 가격

→ 독립슈퍼 소매가격
0.516 0.59 1.09** 0.015

수입 밀 가격

→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0.655 0.317 0.752 0.185

수입 밀 가격

→ 편의점 소매가격
0.344 0.929 0.442 0.756

수입 밀 가격

→ 유통채널 평균 소매가격
0.368 0.899 0.979** 0.039

참조). 나아가 구조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2년 8월에서 2012년 10월 사이 정도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라면 체인슈퍼 가격과 라면 평균 소

매가격은 2012년 8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고 간주하였다.

<표 4-2> CUSUM 검정 결과

주1)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

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2) Granger 모형 식 (5)   
  



   
  



   
  



   에

대한 CUSUM 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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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수입 밀 가격과 라면 독립슈퍼 소매가격 간의 CUSUM 결과

<그림 4-2> 수입 밀 가격과 라면 평균 소매가격 간의 CUSU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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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라면

p-value 최적시차 p-value 최적시차

수입 밀 가격

→ 할인점 소매가격
0.185 3 0.132 3

수입 밀 가격

→ 체인슈퍼 소매가격
0.580 5 0.074* 6

수입 밀 가격

→ 독립슈퍼 소매가격
0.241 3 - -

수입 밀 가격

→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0.219 4 0.017** 2

수입 밀 가격

→ 편의점 소매가격
0.166 4 0.205 4

수입 밀 가격

→ 유통채널 평균 소매가격
0.128 4 - -

제 3 절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11)

다음으로는 밀 수입가격과 유통채널별 소매가격 간의 연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먼저 단위근 검

정 결과, 라면 소매가격 중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변수들

에 1차 차분을 한 모형으로 이하 모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CUSUM 검정 결과, 수입 밀 가격-라면 독립슈퍼 소매가격, 수입 밀

가격-라면 평균 소매가격 간에는 구조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2012년

8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최적시차는 AIC 기준, HQ 기준, SC 기준, FPE 기준 중에

서 2번 이상 최적으로 나타난 시차를 선정하였다.

<표 4-3> Granger 인과성 F-검정 결과(구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

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11) 여기서는 수입 밀 가격이 밀가루와 라면의 각 유통채널별 소매가격에 미치는 
Granger 인과성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으나, 두바이 원유 가격이 소매가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록의 <부표 5>와 <부표 6>에 역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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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2010년 1월~2012년 7월)

후반기

(2012년 8월~2016년 3월)

p-value 최적시차 p-value 최적시차

수입 밀 가격

→ 라면 독립슈퍼 소매가격
0.3308 3 0.9021 2

수입 밀 가격

→ 라면 평균 소매가격
0.8479 2 0.6766 3

<표 4-4> Granger 인과성 F-검정 결과(구조변화가 나타난 경우)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

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 <표 4-3>에서 밀가루는 모든 유통채널에서 수

입 밀 가격과 Granger 인과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라면은 체인슈퍼

에서 약한 Granger 인과성을, 일반식품점에서 비교적 강한 Granger

인과성을 보였다. 구조 변화를 반영해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던

<표 4-4>에서는 독립슈퍼와 평균 소매가격의 전/후반기 가격 모두

에서 Granger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라면 시장의 체

인슈퍼와 일반식품점 채널을 제외한 모든 소매 시장은 수입 밀 가

격과의 연동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국내 가공식품 소매가격에까지

전이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①전체 생산비에서 농산물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②식품 공급체인(supply chain)의

구조 및 효율성을 들 수 있다(García-Germán et al., 2016). <표

4-3>, <표 4-4>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산비에서 밀 구입비

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밀가루가 라면에 비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라면 시장으로의 Granger 인과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

서 가격 전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원자재 비중보다는 식품

공급체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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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비대칭적 가격 전이 분석 결과

Granger 인과성 검정은 표본의 기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엄밀하게는 시간적인 선후관계만을 의미해 진정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기시차분포 모형을

통해 비대칭적 가격 전이를 분석할 시에는 Granger 인과성이 나타

났던 수입 밀 가격-라면 체인슈퍼 소매가격, 수입 밀 가격-라면 일

반식품점 소매가격 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채널에 대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최적 시차는 조정된 결정계수와 AIC 결과를 종합하

여 결정하였다. 또한 Granger 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형에 구

조 변화가 있는지 CUSUM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이전과는 달

리 5% 수준에서 유의한 구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모형을 통해 비대칭성을 검정해 본 결과, 밀가루 시장

의 경우 평균 소매가격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유통채널에서 비대칭

적 가격 전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밀가루 일

반식품점 가격은 4주 전 수입 밀 가격의 하락 시 이것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여서 수입 밀 가격

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5>의 F 검정에서는   
  

 가 기각됨으로써, 해당 시

점에서 양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를 검정함으로써 누적적으로 비대칭적 가격 전

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정할 수 있었는데 10% 유의 수준에서도

기각되지 않아 누적적 비대칭적 가격 전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절대값의 크기를 검정한  
  




   

  




 

역시 기각되지 않아 수입 밀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와 하락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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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효과의 정도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라면 시장에서는 체인슈퍼에서만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면 체인슈퍼 소매가격에 대한 수입

밀 가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추정된 값이 대부분 음

의 부호(-)로 나타나면서 수입 밀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5>의 시점별 비대칭적 가격 전이 검정에서는   
  



만이 기각되었고, 다른 시점의 귀무가설들은 모두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에서 
  

와 같이 추정되었다는 사실

을 통해 라면 체인슈퍼에서도 양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누적적 비대칭적 가격 전이를 의미

하는  
  




  

  




가 기각되어 밀가루 일반식품점의 경우와는

달리 누적적인 가격의 양의 비대칭적 전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는 기각되지 않아 이를 통해 누적적으로 수입 밀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와 하락하였을 때 체인슈퍼의 라면 가격에 미

치는 효과의 정도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밀가루 시장에서 일반식품점이 차지하는 비중(9.6%)과 라

면 시장에서 체인슈퍼가 차지하는 비중(24.2%)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라 하기는 어렵다. 이는 국내 공급 체인을 거치면서 수입 밀의 가격

변동성이 밀가루와 라면의 소매 단계에 와서는 크게 줄어드는데 그

과정에서 비대칭성 역시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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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라면

체인슈퍼 소매가격

constant . .

     -0.597***(0.000) -0.820***

     -0.446***(0.000) -0.558***

     -0.290***(0.000) -0.219***

     -0.147**(0.029) .

     . .

   . .

     . .

     . -0.535*(0.056)

     . .

     . .

     . .


 

 . .


 

 . .


   

  . .


   

  . -0.456*(0.09)


   

  . .


   

  . -0.560**(0.047)


   

  . .


   

  . .


   

  . .


   

  -0.203***(0.01) .


   

  . .


   

  . .

adjusted  0.246 0.401

D.W. 1.983 1.979

<표 4-5> 자기시차분포 모형 추정 결과(종속변수:      )

주1)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

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주2) 괄호 안의 숫자는 독립변수를 의미한다.

주3) 유의하지 않는 계수의 추정값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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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라면

체인슈퍼 소매가격

  
  



  
 ≠



0.0074

(0.9313)

0.3056

(0.5808)

  
  



  
 ≠



0.3696

(0.5437)

2.5599

(0.1107)

  
  



  
 ≠



0.4679

(0.4945)

5.8228**

(0.0164)

  
  



  
 ≠



0.232

(0.6304)

0.000

(0.9768)

  
  



  
 ≠



4.5931**

(0.0329)

0.0246

(0.8755)

  
  



  
 ≠



0.526

(0.4689)

0.1895

(0.6636)

 
  




  

  






 
  




 ≠

  






1.578

(0.21)

3.4183*

(0.06548)

 
  




   

  




 

 
  




 ≠

  




 

0.0745

(0.7851)

0.7184

(0.3974)

<표 4-6> 비대칭성 검정의 F-검정 결과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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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입 밀 가격의 변동이 가공식품 소매가격에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만약 미치고 있다면,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유통채널별 밀가

루와 라면의 가격이었고, 독립변수는 두바이산 원유 가격과 수입 밀

가격이었다.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추가된

디키-풀러(Augmented Dickey Fuller, ADF) 검정을 실시한 결과 밀

가루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라면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라면의 평균

가격을 제외한 가공식품의 소매가격과 수입 밀 가격은 모두 안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유 가격은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시행하기 전에 분석 기간 내에 구조 변화

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USUM 검정을 실시하였다.

CUSUM 검정 결과, 수입 밀 가격-독립슈퍼 라면 가격과 수입 밀

가격-평균 라면 소매가격 간에 2012년 8월 첫째 주부터 구조 변화

가 있었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이후 수입 밀 가격이 가공식품 가격으로 전이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밀가루 소매 시장에

서는 어떤 유통 채널도 Granger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라면

시장에서는 수입 밀 가격-체인슈퍼 라면가격, 수입 밀 가격-일반식

품점 라면가격 사이에서 Granger 인과성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국내 가공식품 소매가격에까지

전이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①전체 생산비에서 농산물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②식품 공급체인(supply chain)의

구조 및 효율성이 있다(García-Germán et al., 2016). 전체 생산비에

서 밀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밀가루가 라면에 비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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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라면 시장으로의 Granger 인과성이 더 크게 나타났

다는 사실을 통해 가격 전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원자재 비

중보다는 식품 공급체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적 가격 전이 여

부를 검정해 본 결과 일반식품점 밀가루 시장에서는 분배적 비대칭

적 가격 전이가, 체인슈퍼 라면 시장에서는 분배적 비대칭적 가격

전이와 누적적인 비대칭적 가격 전이 모두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에서 수입 밀 가격의 상승효과와 하락

효과의 정도는 누적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시장에서 일반식품점이 차지하는 비중(9.6%)과 라면 시장

에서 체인슈퍼가 차지하는 비중(24.2%)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하면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밀가루와 라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는 국내 공급 체인을 거치면

서 수입 밀의 가격 변동성이 밀가루와 라면의 소매 단계에 와서는

크게 줄어드는데 그 과정에서 비대칭성 역시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원유 가격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추가하여 제조 및

유통 비용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삼았을 뿐 아니라 수입 밀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 모두 주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태적인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매가격을 할인점, 체인슈

퍼,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편의점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소매 가

격을 한 가지로 가정하였던 기존 선행 연구들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대칭성 분석에서 한 달 이내의 시차만 고려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최근 등

장한 프리미엄 라면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한계

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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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밀 가격의 기초통계량

(2010년 1월~2016년 3월)

최고치 684

제 3분위수 421.2

중간값 373.4

제 1분위수 344.2

최저치 262.0

평균 382.6

표준편차 54.44

변이계수 0.14

부 록

<부표 1> 수입 밀 가격의 기초통계량

<부도 1> 수입 밀 가격의 시계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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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가격의 기초통계량

(2010년 1월~2016년 3월)

최고치 872.6

제 3분위수 736

중간값 691.4

제 1분위수 543.6

최저치 182

평균 616.8

표준편차 166.99

변이계수 0.27

<부표 2> 두바이산 원유 가격의 기초통계량

<부도 2> 두바이산 원유 가격의 시계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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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별 소매가격

(2010년 1월~2016년 3월)

밀

가

루

할인점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1959

1299

1041

1281

87.64

0.068

체인슈퍼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1611

1320

1098

1386

133.64

0.096

독립슈퍼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1470

1356

1195

1364

56.88

0.042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1612

1480

1344

1485

69.02

0.046

편의점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2266

1928

1664

1932

92.40

0.047

전체 유통채널

평균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1652

1493

1367

1490

58.99

0.039

<부표 3> 유통채널별 밀가루 소매가격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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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별 소매가격

(2010년 1월~2016년 3월)

라

면

할인점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3691

3126

2647

3092

179.45

0.058

체인슈퍼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3426

3193

2718

3127

155.52

0.049

독립슈퍼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3465

3212

2902

3173

141.99

0.044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3625

3380

3030

3356

131.77

0.039

편의점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3918

3642

3161

3579

158.70

0.044

전체 유통채널

평균 소매가격

최고치

중간값

최저치

평 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3512

3330

2990

3265

141.169

0.043

<부표 4> 유통채널별 라면 소매가격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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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유통채널별 밀가루 소매가격의 시계열 그림

<부도 4> 유통채널별 라면 소매가격의 시계열 그림



- 44 -

밀가루 라면

p-value 최적시차 p-value 최적시차

두바이산 원유 가격

→ 할인점 소매가격
0.178 3 0.032** 3

두바이산 원유 가격

→ 체인슈퍼 소매가격
0.023** 5 0.394 6

두바이산 원유 가격

→ 독립슈퍼 소매가격
0.326 3 - -

두바이산 원유 가격

→ 일반식품점 소매가격
0.504 4 0.065* 2

두바이산 원유 가격

→ 편의점 소매가격
0.454 4 0.349 4

두바이산 원유 가격

→ 유통채널 평균 소매가격
0.528 4 - -

전반기

(2010년 1월~2012년 7월)

후반기

(2012년 8월~2016년 3월)

p-value 최적시차 p-value 최적시차

두바이산 원유 가격

→ 라면 독립슈퍼 소매가격
0.271 3 0.782 2

두바이산 원유 가격

→ 라면 평균 소매가격
0.264 2 0.047** 3

<부표 5> Granger 인과성 F-검정 결과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

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부표 6> Granger 인과성 F-검정 결과(구조변화 나타난 경우)

주)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수준에

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 45 -

Abstract

A Study on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between Imported Wheat and

Processed Food by Marketing Channels
-With a Focus on Flour and Ramen-

Sunghwi Woo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at is one of the most consumed grains in Korea and it

takes a significant part of Koreans’ dietary life as staple food.

Flour, the powdered form of wheat, is also a widely used

commodity in food production, and it is valued in many ways.

Despite its importanc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whet is 1.2%

in 2015, which means the flour Koreans consume is heavily

dependent on import. As a result, the production cost of wheat

processed food products including flour are influenced by the

variation of international wheat pric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rice of imported wheat is

transmitted to retail price, and if yes, the study explores whether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s shown in the flour and ramen

market of Korea.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retail prices of

each marketing channel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Dubai

crude oil and imported wheat price.

To begin with, an Augmented Dickey-Fuller(ADF) tes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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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o determine the stationarity of time series variables,

and the result shows that imported wheat price and all retail

prices, except grocery store prices of flour and ramen, and the

average price of ramen are stable whereas the price of crude oil

is not.

Meanwhile, the second test called CUSUM test was conducted

before taking Granger causality test to see if a structural break

appeared from January 2010 to March 2016. As a result of the

test, it was inferred that the structural break appeared in the

relations between imported wheat price and ramen price of

large-sized grocery stores and between the imported wheat price

and the average retail price of ramen from August 2012. After

that, the following analysis on this phenomenon was done by

dividing the periods at the break point.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imported wheat price is

transmitted to retail food prices, we performed Granger causality

test. While Granger causality was not seen in the relation

between the imported wheat price and retail prices of flour, it

was shown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imported wheat price

and the price of ramen in supermarket chains and also between

the prices of imported wheat and the ramen in ordinary grocery

stores. Generally, price transmission to consumer prices depends

on ① the share of agricultural commodity costs in the total food

product expenditure and ② the structure and efficiency of the

food supply chain (García-Germán et al, 2016). Although the

costs of importing wheat takes a bigger part in flour prices than

in ramen prices, the transmission of wheat price give a greater

influence to the retail prices of ramen. Therefore, we conclude

that food supply chain is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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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Last but not least, this study tests whether there ar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s by us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re is an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n the flour of grocery stores and

the ramen of supermarket chains. Ye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portions of the grocery stores in the total flour sales

(9.6%) and the supermarket chains in the total ramen sales

(24.2%) are relatively low,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s a general phenomenon in both flour and

ramen markets. This is because domestic supply chain of flour

and ramen is rather static, not dynamic, which affect the retail

prices to be relatively stationary.

Keywords: imported wheat price, processed food price by

marketing channels,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Granger

causality test, CUSUM test,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Student number: 2014-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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