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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완결수요체계를이용한

채소류수요함수추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최 순

본 논문에서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에

대해 완결수요체계인 선형근사 준이상수요모형(LA-AIDS) 및 역준

이상수요체계(IAIDS)를 이용해 각 탄력성 및 신축성을 계측하고, 수

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준이상수요모형은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

으로 가격을 외생변수로 하여, 가격 변화에 대한 개인 수요의 변화

를 의미한다. 반면 역수요모형은 시장 전체의 수요량에 대한 시장

가격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공급량을 외생 변수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 결과, 현실 설명력 측면에서 보면, 일반 수요모형이 채소 수

요의 비탄력성이나 채소 품목 간 대체 관계를 어느 정도 적절히 설

명하고 있는데 반해, 역수요모형의 경우, 배추의 규모신축성이 (+)의

값을 가지고, 건고추의 자기가격신축성이 (+)로 나타나며, 대체 보완

관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현실 설명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소수요 분석에 있어, 가격의 외생성을 전제로 하는 모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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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상수요체계가 더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채소 재배

면적이 전작기 도매 가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작

형별로 공급이 유동적이므로, 공급량의 외생성을 가정하는 역수요모

형의 전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준이상수요체계(AIDS) 분석의 결과를 보면, 보상 자기가격탄력성

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배추와 무의

탄력성은 각각 –0.074와 -0.006으로 다른 채소에 비해 더욱 비탄력

적인 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김치의 주재료로 그 쓰임이 많

고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장의 주

재료인 배추와의 관계에 있어, 무, 양파, 파는 (+)의 교차가격탄력성

으로 대체재로, 마늘과 건고추는 (-)부호를 보여 보완재로 나타났다.

작형별 기울기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무와 파에 대해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는데, 고랭지와 가을 작형은 지출탄력성이 높

은 반면, 월동 작형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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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외식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한국인들

의 채소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채소가 전체 식료품 지

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포인트 감소하였다.1) 이는 주식

이었던 쌀의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 반찬 수요도 줄어 채소 소비가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김치 소비 감소와도

맥을 같이 한다. 2015년 1인당 하루 평균 김치 소비량은 62.9g으로

2010년 71.4g대비 5년 만에 11%가 감소하였다. 2)이렇게 채소 수요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각 품목의 소비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채소류의 탄력성 및

신축성 계측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 수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채소류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재배면적, 생산량 등 공급

측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수요에 대한 분

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채소 수요의 탄력성에 관해 일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단일방정식 분석에 의한 것이어서 소비자

행동 원리로부터 도출된 함수가 아니었다. 또한 단일 방정식 분석은

다른 대체품목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많은 설명변수를 사용하

여 자유도 부족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비해

1)농협 축산경제리서치 센터(2016)

2)세계김치연구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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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초월대수 효용함수

(translog utility function), 선형지출체계(LES) 등 완결수요체계는

경제학의 효용이론에 근거를 두고, 각 제약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

며, 품목 간 대체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주요 채소 품목별로 이론적 근거 및 제약을 만족

하는 완결수요체계를 이용하여 수요를 분석하고자 하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형근사 준이상수요체계(LA-AIDS) 및 역준이상 수

요체계(IAIDS)를 이용하여 채소류의 탄력성 및 신축성 추정하고 각

수요 패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준이상

수요체계에 뿐 아니라, 역수요체계인 역준이상수요체계

(Inverse-AIDS) 추정을 시도하여, 두 결과를 대비시켜보고자 하였

다. 역수요 모형이란 시장의 수요를 모형화 할 때, 공급량이 미리

결정되고 그것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가격결정이 비용 중심 방식이 아니라, 수요 중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 비용을 동일하게 투

입하더라도 농산물 가격이 전적으로 수요와 소비 부분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완결수요체계를 이용하여 여러 채소를 동시에 분

석하고 시장 가격 결정에 대한 다른 모형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

채소 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엄밀하게 파악하고, 탄력성 및 신축성

등 주요 지표도 좀 더 세밀히 관측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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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검토

국내에서 채소류에 관한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로 활

발히 이루어져 왔다. 김명환(2000)은 주요 채소, 과일에 대해 재배면

적반응함수, 가격신축성함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에서

가격신축성 함수는 가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당기 공급량과 소득을

설명변수로 하는 단일 방정식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요함수의

경우는 자체가격, 대체재가격, 소득의 함수로 단일 방정식을 설정하

여 OLS로 분석하였으며, 고랭치배추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는 모두

소득에 대해 음의 탄성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연

구는 10여개에 그치는 짧은 연간 시계열을 사용하여, 자료상의 한계

가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연중 외(2006)는 배추 계절별 수급모형을 개

발하여 엑셀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수요공급 구조모형을 구축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봄, 고랭지, 가을의 계절별 배추 모형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구축하여 상호 관련성을 모형에 적용하였다.

역시 농경연의 박지연·박영구(2013)은 배추 무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에서 배추와 무를 봄, 고랭지, 가을 작형으로 구분하여 각

작형별 재배면적반응함수와 단수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여 총 생산량을 계산하였다. 배추의 가격함수는 시장반입량과 전월

가격, 가처분소득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월별 효과를 제외하

고는 시장 반입량과 전월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수요함수에 대해 완결수요체계를 활용한 연구로는 Awal

et al.(2008) 등이 있다. 동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채소 수요함수

를 준이상수요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각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채소류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육류나 수산물 등 기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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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었고, 채소류 내 세부 품목별 분석은

아니었다.

완결수요체계 중 가장 일반적인 모형은 준이상수요체계와 역준이

상수요체계를 들수 있다. 준이상수요체계를 이용하여 수요를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윤성민 외(2003)가 수산물의 대표어종 5가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19개 연도별 관측치를 이용하여 관측치

가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동차성과 대칭성의 제

약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해외에서

의 준이상수요체계 사용 예로는 Taljaard et al.(2003)이 남아공의

육류 수요에 대한 연구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수요함수의 기본 공

리인 분리성(separability)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역수요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박환재(2008)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육류시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Rotterdam 역수요체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역수요모

형의 시장 반응을 소비자 반응으로 변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을 실제 추정을 통해 보여주었다. 김성용(2014)는 과일 수급의 계절

적 특성을 감안한 역수요시스템 모형을 도출하고, 추정 결과로부터

구해진 신축성 계수를 토대로 국내산 과일, 과채, 수입 과일 간의

경합 관계를 기술하였다.

Grant et al.(2010)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토마토 무역 분쟁을

배경으로 동일한 토마토라는 품목에 대해 각 원산지별로 구별되는

상품으로 취급하여, 각 상품 간 경합관계 및 신축성을 계측한 바 있

다. 신선 토마토가 저장성이 떨어져 신속히 처분되어야하는 점에서

역수요모형인 inverse 준이상수요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선행연구에 대한 모형 및 자료의 특징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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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연도 대상 작물 데이터 모 형 비고

국
내

김명환 외(2000) 주요 채소 과일
재배면적함수,
가격신축성함수,
수요함수 추정

단일 방정식
OLS

김연중 외(2006) 배추 도매 가격, 반입량
수요 공급
구조모형

박지연 외(2013) 배추, 무
도매시장 월별
반입량

단일 방정식
OLS

전월 가격 사용

김성우 외(2016) 배추, 무
도매시장 월별 반입

비중,
연간 생산량

단일 방정식
OLS

월별 소비량
추정방법 개선

김성용 외(2015) 과일류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월별
자료

Inverse AIDS
미분형태 아님
,SUR 및 3SLS

추정

김주희(2012) 수산물 12종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월별
자료

Differential
Inverse AIDS
&Inverse
Rotterdam

계절 더미 사용
,SUR 추정

박환재(2008) 소,돼지,닭,물고
기 4종

농촌경제연구원

연간 수급균형량

Differential
Inverse

Rotterdam

해
외

Awal,
Sabur,
Mia
(2008)

채소, 쌀, 통,
우유, 과일,
육류, 비식품

방글라데시 통계
Almost Ideal
Demand System

선형근사

Taljaard et al.
소,닭,돼지,양 등
육류 4종

연간 시계열 데이터
Almost Ideal
Demand System

약분리성 검정,
stone’s index
산정시

가중치로 w의
1기 시차변수
사용

Lee and
Thumberg
(2013)

Groundfish
월별 거래량 및

가격

Differential
Synthetic inverse

demand

Matsuda(2005)
Fresh food

(fish,meat,veget
able,fruit)

월별 거래량 및
가격

Differential
Synthetic inverse

demand

Eales et Japanese 월별 가구 소비 Differential

<표 1-1> 선행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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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7) demand for fish 데이터
Synthetic inverse

demand

Lee and
Kennedy(2008)

U.S. crawfish
월별 거래량 및

가격

Differential
Inverse NBR

model

SUR 추정
2년 이동평균
사용

Grant et
al.(2010)

North America

Fresh tomatoes

미국,멕시코,캐나다
신선 토마토 월별

데이터
LA/Inverse AIDS 미분형태 아님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채소류 시장의 특징, 생산 현

황, 소비 현황 그리고 정부의 가격안정화정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에서

는 선형근사 준이상수요체계 및 역준이상수요체계 모형에 대해 알아본다. 제 4

장에서는 분석 자료의 출처 및 자료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각 모형을 이용해 완결수요체계를 추정하고 산출된 계수로 각 탄력성 추정 및

품목의 특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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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채소류 현황

제 1 절 채소류 시장 특징

1. 채소의 생육주기

배추, 무 등 채소류의 특징 중 하나로는, 재배시기에 따라 출하

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일 년에 4차례 출하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겨울배추가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에 나오고, 이어 봄배추가 4

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출하된다. 봄배추가 모두 소진되면 고랭

지 배추가 7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가을

배추가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시장에 나온다. 보통 김장배추로 알

려진 것이 가을배추이다. 시기별 생산 현황을 보면, 국내 연간 배추

생산량 가운데 가을 배추가 가장 많은 66%를 차지하고 봄배추가

15%, 겨울배추 11.5%, 고랭지 배추가 7.5%를 점유하고 있다.

채소류는 매월 가격 변동이 심한데, 특히, 3∼4월은 배추, 무,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생산이 중단되고, 지난 가을에 생산하여 저장한

채소를 소비하는 단경기로 이 기간 중 채소류의 가격 상승은 일반

적인 패턴이다.

① 배 추

봄배추는 노지와 시설재배로 나뉘며, 시설 재배는 전남과 경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12∼1월 하우스에 정식되어 4월 상순 출하하

며, 노지 재배는 전남과 경북,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2월 이후 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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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주요재배지역

봄배추

시설
12월 중

∼1월 하

1월 상

∼ 2월 상

3월 중

∼4월 하

평택,예산,서산,완주,

정읍,나주,영암, 고창

노지
2월 중

∼3월 하

3월 중

∼4월 하

5월 중

∼6월 하

아산, 예산, 서산,

괴산,충주,청원,고창,

순창, 무안, 해남,

진도, 문경

고랭지

배추

준고랭지
5월 하

∼7월 상

6월 중

∼7월 하

7월 하

∼9월 하

태백, 산척, 강릉,

평창, 정선

고랭지
6월 상

∼6월 중

6월 하

∼7월 중

9월 상

∼10월 중

태백, 산척, 강릉,

평창, 정선

가을 중부 8월 상 8월 하 10월 하 청원, 괴산, 단양,

<표 2-1> 배추 생육 주기와 주산지

이나 터널에 정식되어 5월이후 출하가 이루어진다. 봄배추 재배면적

증가는 월동배추 재배가 많은 전남 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월동배추가 봄배추보다 선호되면서 가격이 높아 재배면적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고랭지 배추는 해발 600m를 기준으로 준고랭지와 완전고랭지로

나뉜다. 준고랭지의 경우 4월에 정식하여 6월 중순부터 출하를 한

후, 2기작 재배가 주로 이루어지며, 완전고랭지의 경우 5월 중순 정

식하여 8월에 출하가 이루어진다.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최근 중국

산 김치의 수입 증가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산지인 강원 지역의 재

배면적이 특히 감소하고 있다.

가을배추는 8∼9월 정식하여 10∼12월 출하하는 작형으로서, 주로

김장용 배추가 전국적으로 재배된다. 그러나 최근 김장 수요가 감소

함에 따라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이며, 특히 충남, 전남, 경남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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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8월 하 ∼9월 중 ∼12월 상

충주, 당진, 홍성,

아산, 보령, 안동,

구미

남부
8월 중

∼9월 상

9월 상

∼9월 하

11월 상

∼12월 하

고창, 서산, 김제,

부안, 무주, 완주

겨울배추 9월 상
9월 하

∼10월 상

12월 중

∼3월 하
해남, 진도

자료 : 2015 농촌진흥청 

② 무

무 역시 봄무, 고랭지무, 가을무, 월동무 등 4가지로 출하기에 따

라 작형이 구분된다.

봄무의 재배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남부지방에서는 1∼2월

에 시설 내에 파종하여 5∼6월에 수확하고, 중부지방에서는 3∼4월

에 터널내에 파종하여 6∼7월에 수확한다. 봄무의 약 25%는 시설에

서 재배하고, 나머지 75%는 노지에서 재배한다. 고랭지 여름무는 표

고에 따라 전기작형과 후기작형으로 구분한다. 즉, 해발 400∼500m

의 준 고랭지에서는 4∼5월 상순에 파종하여 7∼8월에 수확하고,

600∼800m의 고랭지에서는 6∼7월 상순까지 파종하여 9∼10월에 수

확한다. 가을무는 8월 중하순에 파종하여 가을 김장철에 수확하는데

무재배의 대표적인 작형이다. 김장용 무는 주로 전국의 황토지역에

서 많이 재배한다. 겨울 월동무 재배는 월동배추와 같이 늦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에 밭에 세워두고 수확하는 재배형태로서, 겨울 월동

무는 제주도나 남쪽 해안과 같은 따뜻한 도서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대체로 파종 후 65일 정도이면 수확할 수 있는 중생종 계통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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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종기 수확기 주요재배지역

봄무

시설 1월 상∼2월 하 4월 상∼5월 하
평택,예산,서산,완주,

정읍,나주,영암, 고창

노지 3월 상∼4월 하 6월 상∼7월 하

아산, 예산, 서산,

괴산,충주,청원,고창,

순창, 무안, 해남,

진도, 문경

고랭지

무

준고랭

지

5월,

6월 하∼7월 상

8월,

9월 하∼10월 중

태백, 산척, 강릉,

평창, 정선

고랭지 5월 상∼7월 중 9월 상∼10월 하
태백, 산척, 강릉,

평창, 정선

가을무

중부 7월 하∼8월 하 10월 하∼12월 상

충주, 당진, 홍성,

아산, 보령, 안동,

구미

남부 8월 상∼9월 상 11월 상∼12월 중
고창, 김제, 부안,

무안, 영암, 나주

월동무 8월 하∼9월 하 11월 하∼3월 하 제주

<표 2-2> 무 생육주기와 주산지

자료 : 2015 농촌진흥청

③ 양파3)

양파는 재배 시기에 따라 추파재배, 만추파재배, 만춘식재배, 평지

춘파 재배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추파재배는 가을뿌림재배라고도 하는데, 8월 중순～9월 중

순에 파종하고 10월 상순～11월 상순에 정식한 후 이듬해 4월～6월

에 주로 수확하는 작형으로 제주를 비롯하여 남부 및 내륙지방까지

적응이 가능한 작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수량

3) 농진청 표준영농교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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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형이다.

만추파 추식재배는 9월 중순～10월상순에 파종하고 10월하순～11

월상순에 정식하여 다음해 6～7월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월동기온이

따뜻한 남부지방일수록 유리한 작형이다. 일반 추파재배시 파종기를

놓치거나 어린묘 상태에서 묘상을 유실할 경우 보완하는 작형이다.

만춘식재배는 9월하순～11월상순에 파종하고 해동과 더불어 정식

하여 6～7월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해동이 빠르거나 고온이 늦게 오

는 지역일수록 유리한 작형이다. 월동이 불안전한 지역이나 포장여

건이 맞지 않아 가을에 정식하지 못했을때 보완 가능한 작형이다.

평지 춘파재배는 1～2월에 파종하여 보온 육묘후 해동과 더불어

정식한 후 6～7월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해동이 빠르고 고온이 늦게

오는 지역일수록 유리한 작형이다. 재배면적 부족 및 작황부진에 의

한 생산량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파종하는 보완작형

이다. 평지 춘파재배시의 파종기는 빠를수록 구의 크기가 크며 2월

상순 이후 파종시에는 구의 크기가 급격히 떨어진다.

고냉지 춘파재배는 3월 상중순에 파종하여 4～5월에 정식한 후

8～9월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해발 600m 이상의 고냉지에서 재배하

는 작형이다. 수확 후 자연적으로 저온에 접어들므로 이듬해 3월까

지 저장이 용이하여 단경기에 출하 가능한 작형이다. 그밖에도 터널

재배, 자구재배 등이 있다.

④ 마늘4)

마늘의 재배작형에는 보통재배, 조숙재배, 풋마늘재배와 봄마늘재

배법이 있다.

4) 농진청 표준영농교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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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가능하며, 논이나 밭에서 PE필름,

짚 또는 왕겨 등을 멀칭하여 재배하는 작형이다. 남해안 연안과 도

서지방, 그리고 제주도는 9월∼10월상순에 파종하여 6월상순에 수확

하고, 중부내륙 지방은 10월상순·중순경에 파종하여 6월중·하순에

수확한다.

조숙재배는 겨울철이 온난한 남부해안 및 제주도 지방이 유리하

며, 보통재배보다 수확이 한 달 정도 앞선다. 조숙재배는 난지형 조

생품종을 이용하여 8월 하순∼9월 상순 경에 파종하여 12월 하순∼

1월에 비닐터널이나 멀칭하여 4월 하순∼5월에 수확하는 작형이다.

봄마늘 재배는 가을에 파종기를 놓쳤거나 겨울 동안 한냉 건조하

여 파종하지 못한 지대에서 재배한다. 봄에 파종하더라도 해동과 동

시에 일직 파종하면 가을에 파종한 것보다는 수량이 떨어지나 상당

한 수량을 얻을 수 있다.

2. 신선 채소류 특징

신선 채소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은 가공 식품이나 공산품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잘 고려하여야, 수량 및 가격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식품으로 사용되는 관계로 상품성의 핵심은 신선도에 있다.

둘째, 필수적 먹거리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수요의 급격

한 변동이 적다. 셋째, 배추, 무와 같은 엽근채소류의 대부분은 부정

형으로 표준규격화가 쉽지 않고, 공산품에 비해 상품의 효율적인 수

송포장이 쉽지 않으며 저장성이 떨어진다. 넷째, 공산품에 비해 품

질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 생산단계에서 품질을 엄밀히 관리하는 것

이 곤란하다. 다섯째, 농산물은 다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기후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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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따라 가격변동이 매우 큼은 물론, 예냉, 냉장보관 등 저온유

통체계의 미구축으로 손실율이 높다. 이와 같이 신선 채소는 낮은

저장성으로 빠르게 시장에서 청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징들은 본

연구에서 역수요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배추, 무 등 채소의 유통비용은 아래표에서 알 수 있

듯이 65.6%∼76.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공산품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개별 농가와 산지유통조직의 거래교섭력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구분
농가

수취

유통비용 단계별

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출하 도매 소매

봄배추 28.3 71.7 15.9 16.2 39.6 30.9 10.2 30.6

고랭지배추 34.4 65.6 28.8 19.5 17.3 22.0 14.7 28.9

가을배추 23.6 76.4 41.9 20.6 13.9 32.4 10.8 33.2

(자료 : 2015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KAMIS)

<표 2-3> 배추의 유통비용 비율

(단위 : %)

3. 채소류 도매가격 동향

주요 김장채소인 배추, 무, 파, 마늘, 양파의 실질 도매시장가격(생

산자 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큰 폭의 변

동을 보이고 있다.

2009년까지는 품목별로 다르나 주기적인 가격변동이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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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가격주기 및 진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가격의 변동폭이 과거에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배추와 무는 가격이 매년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전년대비 최대 하락 폭은 –109(양파, 2003∼2004년), 최대 상승 폭

은 120(무, 2009∼2010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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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배추,무 실질도매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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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양파, 파, 마늘의 실질 도매가격 추이

(단위 :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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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2014년 2015년
증감
(B-A)

계(A) 출하 도매 소매 계(B) 출하 도매 소매

엽근
채소
류

봄배추 65.1 13.5 13.3 38.3 61.6 18.5 17.6 25.5 -3.5

고랭지
배추

67.7 20.5 14.8 32.4 69.2 23.1 14.3 31.8 1.5

가을
배추 69.7 33.7 13.9 22.1 71.4 33.1 13.8 24.5 1.7

봄무 61.6 21.9 11.4 28.3 69.1 33 11.3 24.8 7.5

고랭지
무 72.7 19.7 18 35 69.2 21.2 15.2 32.8 -3.5

가을무 69.6 23.1 14 32.5 69 29.1 13.8 26.1 -0.6

월동
배추 68.2 5.7 15.9 46.6 69.5 15 18.7 35.8 1.3

월동무 70 21.3 13.8 34.9 70.1 29.4 10.9 29.8 0.1

가중
평균 68.3 22.3 14.3 31.7 69.1 26.7 14.3 28.1 0.8

조미
채소 건고추 32.6 6.7 11.4 14.5 36.7 7.4 13.2 16.1 4.1

<표 2-4> 유통단계별 비용

4. 채소류 유통구조 및 유통비용

채소의 유통구조 및 유통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5

년에 봄배추의 유통비용이 3.5%p 감소한 반면 고랭지 배추의 비율

은 1.5%p 증가하였다. 봄무의 유통비용 비율 증가가 7.5%p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고, 고랭지무는 –3.5%p 감소하였다. 조미채소류는

유통비용 비중이 평균 7.9%p 감소하여 전반적인 유통 체계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양파의 경우 13.4%p로 크게 감소하였

다. 2015년 기준 배추,무 등 엽근채소류의 경우 도매비중 14.3%, 소

매비중 28.1%로 소매의 유통비용이 도매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2014년 소매비중 31.7%에 비하면 소폭 감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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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난지형
마늘 61.8 33.8 5.5 22.5 51.8 24.7 8.1 19 -10

양파 77.2 21.4 24.6 31.2 63.8 23.9 19.4 20.5 -13.4

가중
평균 56.3 19.3 14.4 22.6 48.4 16.6 13.8 18 -7.9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or.kr)

품 목 2014년 2015년
증감
(B-A)

계(A) 직접
비

간접
비

이윤 계(B) 직접
비

간접
비

이윤

엽근
채소
류

봄배추 65.1 35.9 10.4 18.8 61.6 26.2 13.4 22 -3.5

고랭지
배추

67.7 32.7 10.8 24.2 69.2 35.3 11.1 22.8 1.5

가을
배추 69.7 41.6 13.2 14.9 71.4 38.1 13.3 20 1.7

봄무 61.6 42 11.8 7.8 69.1 32.2 12.3 24.6 7.5

고랭지
무 72.7 31.8 10.7 30.2 69.2 31.3 12.6 25.3 -3.5

가을무 69.6 39.7 11.2 18.7 69 38.8 14.2 16 -0.6

월동
배추 68.2 36.5 9.7 22 69.5 43.1 11.1 15.3 1.3

월동무 70 51.7 9.9 8.4 70.1 49.6 11 9.5 0.1

가중
평균 68.3 38.7 11.4 18.2 69.1 36.8 12.5 19.8 0.8

조미
채소
류

건고추 32.6 8.2 14.2 10.2 36.7 8.6 18.1 10 4.1

난지형
마늘 61.8 26 10.3 25.5 51.8 22.3 14.2 15.3 -10

양파 77.2 50.8 10.8 15.6 63.8 33.5 15.8 14.5 -13.4

가중
평균 56.3 28 12 16.3 48.4 19.3 16.5 12.6 -7.9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or.kr)

<표 2-5> 유통 비용항목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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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채소류 생산 현황

1. 채소 생산량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농산물의 수급불

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강수가 반복되면

서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농산물의 특성상

공급의 불안정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식탁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요 김장 채소류는 . 이러한 채소류는 일부

작기를 제외하고 노지재배가 대부분이어서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불

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채소 재배면적은 식습관의 변화, 농가 고령화로 인해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 농가수취가격 상승

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5년 동안 채소 재배면적은 연평균

1.9% 감소하였는데 부류별로 보면, 근채류는 7.0%, 과채류는 4.0%,

엽채류는 3.9%가 각각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조미채소 재배면적은

연평균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채소 전체 재배면적은 210천 ha이며, 조미채소가 96천

ha(51.6%)로 재배면적이 가장 많고, 과채류 49천 ha(20.3%), 엽채류

42천 ha(19.4%), 근채류 23천 ha(8.7%) 순이다.

채소 생산량은 2000∼2001년 10,500천 톤 규모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와 기상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9.0% 감소한 8,090천 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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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면적

(천 ha)

엽채류 70 63 63 70 67 54 51 52 54 44 49 42

근채류 41 41 40 43 38 30 28 26 26 20 23 23

과채류 85 76 73 64 58 59 55 55 47 46 50 49

조미채소 177 154 167 158 130 138 126 114 116 118 108 96

채소 계 373 333 342 335 294 282 259 247 242 228 230 210

생산량

(천 톤)

엽채류 3,439 3,168 3,017 3,687 3,262 2,879 2,774 3,099 3,271 2,622 3,111 2,569

근채류 1,594 1,678 1,592 1,885 1,686 1,395 1,271 1,355 1,330 1,081 1,380 1,367

과채류 2,294 2,209 2,335 2,375 2,215 2,488 2,291 2,355 1,933 2,033 2,180 2,082

조미채소 2,359 1,974 2,503 2,548 2,028 2,336 2,493 2,543 2,586 2,460 2,709 2,072

채소 계 9,686 9,030 9,447 10,496 9,191 9,097 8,828 9,353 9,120 8,196 9,380 8,090

<표 2-6>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 : 국가통계포탈 농업면적조사 노지채소면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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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95년=1)

주요 품목5)의 재배면적 변화를 보면 대다수 품목이 1995년 이후 지

5) 엽채류(배추), 근채류(무), 조미채소(고추, 마늘, 양파, 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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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계) 무(계) 고추 마늘 파

1990 43,822 34,642 62,759 43,643 18,548

1991 37,568 33,218 70,919 49,160 20,832

1992 35,488 30,258 77,178 43,494 24,461

1993 49,667 32,144 85,221 36,241 21,318

1994 37,369 34,656 88,871 34,959 20,521

1995 39,977 31,052 87,469 39,636 23,010

1996 42,415 34,904 90,762 41,973 20,845

1997 38,015 30,096 77,549 36,292 19,276

1998 40,686 31,764 65,344 37,337 19,831

1999 39,198 29,387 75,574 42,416 23,178

2000 45,527 33,541 74,471 44,941 24,316

2001 44,419 32,548 70,736 37,118 22,066

2,002 35,481 25,798 72,104 33,153 19,159

2003 43,009 29,317 57,502 33,140 17,625

2,004 40,129 29,581 61,894 30,237 23,104

2005 34,147 22,731 61,299 31,766 18,427

2,006 38,134 25,364 53,097 28,594 18,023

2007 31,380 21,347 54,876 26,986 16,165

2,008 34,204 23,592 48,825 28,416 16,908

2009 31,386 19,778 44,817 26,323 15,231

2,010 29,801 20,729 44,584 22,414 14,521

2011 35,804 27,371 42,574 24,035 16,796

2,012 26,628 20,689 45,459 28,278 13,384

<표 2-7>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추이

(단위 : ha)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미채소 중 고추, 마

늘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배추·무의 노지재배 비중은

2015년 기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995년 대비 각각

26.5%,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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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9,243 22,067 45,360 29,352 14,381

2014 29,509 19,910 36,120 25,062 14,325

2015 24,291 19,075 34,514 20,638 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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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배추, 무 재배면적 추이

(단위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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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고추, 마늘, 파 재배면적 추이

(단위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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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양파 대파 마늘 건고추

1996 2,997,721 1,728,018 578,574 405,002 455,955 218,462

1997 2,702,300 1,463,259 740,187 518,131 393,834 200,705

1998 2,779,120 1,602,350 872,143 610,500 393,903 146,640

1999 2,523,563 1,441,050 935,828 655,080 483,778 215,382

2000 3,149,255 1,759,357 877,514 395,687 474,388 193,786

2001 3,040,648 1,731,869 1,073,708 388,406 406,385 180,120

2002 2,316,755 1,411,783 933,095 378,849 394,482 192,753

2003 2,678,271 1,561,341 745,203 386,798 378,846 132,010

2004 2,865,485 1,709,943 947,797 489,136 357,824 154,962

2005 2,325,330 1,277,483 1,023,331 339,289 374,980 161,380

2006 2,749,399 1,494,839 889,619 401,029 331,379 116,914

2008 2,584,908 1,402,187 1,035,076 367,936 375,463 123,509

2009 2,528,966 1,256,423 1,372,291 315,638 357,278 117,324

2010 1,783,010 1,039,345 1,411,646 305,289 271,560 95,391

2011 2,680,847 1,236,797 1,520,016 362,431 295,002 77,110

2012 1,816,021 844,732 1,195,737 245,757 339,113 104,146

2013 2,120,393 1,001,130 1,294,009 304,817 412,250 117,816

2014 2,538,804 1,296,970 1,589,957 340,229 353,761 85,068

2015 2,059,824 1,249,327 1,093,932 267,343 266,272 97,697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산물생산조사)

<표 2-8> 품목별 연간 생산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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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배추, 무 연간 생산량

(단위 : 톤)

2. 채소류 생산액

채소의 실질 생산액은 1995년 9조 1,430억 원에서 2015년 8조

8,140억 원으로 소폭 감소(-3.6%)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 내 채

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19.2%→22.9%)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대비 실질 생산액은 엽채류는 44.0%, 근채류는 0.2%, 과채

류는 30.1% 상승하였고, 조미채소는 3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의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은 6.4%로 부류별로는 엽채류 9.9%,

근채류 5.2%, 과채류 3.8%, 조미채소 11.1%이다. 배추 생산액은 증

감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에는 재배면

적 감소와 기상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액이 감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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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배추, 무 연간 생산액

(단위 : 10억원)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농림생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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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마늘, 양파, 파의 연간 생산액

(단위 : 10억원)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농림생산지수 



- 24 -

3. 재배 농가의 소득 및 생산비

통계청의 ‘2015년 작목별 경영비 및 소득’에 따르면 대표적 품목

인 가을배추의 경우 10a 경작 시, 875,146의 생산비가 투입되어,

2,274,584원의 총수입을 얻어, 총 1,399,439원의 소득(소득율 61.5%)

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랭지 배추의 소득(1,060,075원),

소득율(50.5%), 가을무 소득(1,071,193원), 소득율(54.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채소(고추, 마늘, 양파) 재배농가의 실질 생산

비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실질소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실질경영비는 연평균 고추(3.7%), 마늘(7.7%), 양파

(5.5%) 모두 증가하였고, 실질소득은 연평균 고추, 마늘의 경우

13.2%, 20.6% 증가하였고, 양파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는 2011년 이후 조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질소득이

크게 상승하였고, 마늘은 경영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0∼2009년

의 조수입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실질소득이 실질경영비와 거의 비

슷한 해(2000년, 2006년, 2008∼2009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1996년 조수입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실질

경영비의 증가 추세보다 조수입이 높게 형성되면서 실질소득이 비

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실질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실질생산비 증가가 소득 증가분을 상쇄

하는 해가 연속될 경우 농가 경영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은 마늘, 양파, 고추의 생산비 추이로서, GDP디플레이터

로 실질화하고, 1996년을 100으로 지수화하였다. 2009년까지는 비교

적 일정한 실질 생산비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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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마늘, 양파, 고추의 생산비 추이

(단위 : 원/10kg)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 농산물생산비조사)

제 3 절 채소류 소비 현황

1. 채소류 소비 비중

채소류의 소비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아래 표에 나

온 바와 같이 10년만에 가계 식료품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육류, 당류 및 과일류 소비 비중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채소류 소비가 이들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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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기타

1970 59.9 19.8 19 1.5 1.9 1.2 16.5

<표 2-10>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

(단위 : kg)

구 분 ‘03∼’05 평균(A) ‘13∼’15 평균 (B) (B)-(A)

증

가

육 류(%) 12.9 15.0 2.1%p

당류 및 과자류(%) 6.4 8.0 1.6%p

과일 및 가공품(%) 11.1 12.6 1.5%p

감

소

곡 물(%) 10.6 6.1 -4.5%p

신선 수산동물(%) 7.9 5.8 -2.1%p

채소 및 채소가공품(%) 11.9 10.5 -1.4%p

기 타(12개 비목)(%) 39.2 42.0 2.8%p

월평균 지출비용(원) 266.382 351.149 84,767

주 : 식료품비 지출은 전체 가계의 월평균 비용이며, 전체 비목 개수는 18개로 분류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2-9> 전체가계 식료품비 지출구조 변화

2. 품목별 소비량

채소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1년 164.4kg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추세이며, 최근 10년 동안 144.6∼164.4kg 수준으로 소비하고 있

다. 2014년의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보면, 배추 58.5kg, 무

25.8kg, 고추 5.1kg, 마늘 7.9kg, 양파 31.2kg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

하였다.

배추, 무의 소비량 변동 폭이 큰 편이며, 조미채소 중 마늘, 고추

의 소비량은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가공식품의 개발, 육류 소비 증가 등에 기인하여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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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62.5 25.7 15.5 1.8 2 2.7 14.8

1980 120.3 47.6 31 3.9 5.4 2.2 30.2

1985 98.6 35.6 23.1 3.8 7.8 1.5 26.8

1990 132.6 46.9 26.7 6.5 7.4 1.8 43.3

1995 160.6 38.3 21.1 7.5 16.5 2.4 74.8

2000 165.9 39.7 24.4 7.2 14.8 2.5 77.3

2001 164.4 37.8 23.7 6.4 16.6 2.3 77.6

2002 144.6 28.4 19.2 5.8 15.3 2.2 73.7

2003 152.4 33.2 21.2 6.5 13.2 2.4 75.9

2004 156.8 36 23.9 6.4 15.9 2.1 72.2

2005 145.5 30.2 17.2 6.2 17 2.2 72.1

2006 153.8 37.4 20.1 5.7 15 1.7 74.1

2007 149.9 32 16 6.1 20.1 2.2 73.5

2008 153.6 36.4 18.8 6.5 17 1.7 73.2

2009 152.5 33.8 16.8 5.8 22.1 1.7 72.3

2010 146.1 41.7 20.9 6.8 28.6 2.6 45.5

2011 150.6 61.7 25 7.4 30.3 5.8 43.2

2012 160.6 51.6 23.3 7.9 25 6 46.8

2013 170 56.2 26.2 9.1 27 5.7 45.8

2014 178.1 58.5 25.8 7.9 31.2 5.1 49.6

(자료 : 2015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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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채소류 1인당 소비량 추이

3. 소비 구매 형태6)

배추 구입자는 ‘포장’보다는 ‘무포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3개망’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구입주기

는 ‘3∼4개월에 1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1회’였다. 배추 1회

평균 구입금액으로는 ‘5천원∼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의 경우, 무포장을 포장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

구입 시 대체적으로 ‘한통’ 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구

입주기는 ‘월1회’가 가장 많았고, 대다수는 무 구입시 ‘3천원’이하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춧가루 구입주기는 ‘5∼6개월’에 1회이며, 1회 평균 구매액은 ‘5

만원 이상’이 높게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은 고춧가루 구입시 처음부

터 ‘고추가루 형태로 구입하거나’ 건고추 구입하여 집에서 빻아서

6)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1000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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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44.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채소 수급 안정화 정책

정부가 시행하는 단기 수급 안정화 사업으로는 저온저장, 산지 폐

기, 비축 사업 등이 있다.

우선, 배추 무 저온저장 등을 통한 출하조절사업은 소비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에

저장하였다가 시장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출하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저온저장 등을 통하여 출하 조절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배

추, 무이며 주로 봄철과 여름철 고랭지에서 출하가 이루어지는 5∼9

월 사이에 실시된다.

산지 폐기는 가격 등락이 심한 배추, 무, 마늘, 당근 등 16개 품목

에 대하여 산지 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시장 가격이 최

저보장가격 또는 경영비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었을 때 실시한다. 산

지폐기물량은 사업 농협 및 중앙회 자체 적립금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매비축제도와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농산물

을 대상으로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매비축물량은 시장가

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

하고 있으며, 콩, 땅콩,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옥수수 등 8개 품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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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으로 과거 산지 유통관련 사업과

수급 안정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2007년부터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

금을 조성하여 농가, 산지 농협,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를 연계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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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제 1 절 완결수요체계

수요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은 크게 단일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과 완결수요체계(complete demand system)를 이용하는 두가지가

있다.

단일방정식에 의한 분석방법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품목별로

분리하여 수요모형을 설정할 수 있고, 설명변수를 원하는 대로 선정

하고 함수형태를 설정 하는 등 분석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그렇지만 단일방정식 분석은 ‘합리적인 소비자’ 라는 경제적 이

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하

게 된다. 또한, 다른 품목과의 대체 보완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많

은 설명변수를 사용하다보면 자유도 부족과 다중공선성이라는 문제

에 부딪히게 된다.

반면, 완결수요체계를 이용하는 분석방법은 수요함수가 요구하는

이론적인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단일방정식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

고, 재화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지출액 전체의 배분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연립방정식 모형이 동시에 추정되어야

하므로 계량경제학적으로 복잡하고, 또한, 모든 품목에 대해 데이터

를 모두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7)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일 방

정식 분석에서 더 나아가 완결수요체계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일 방정식 분석의 약점을 극복하고, 연립방정식 동시

추정의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박환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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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형근사 준이상수요체계

Deaton and Muellbauer(1980)가 처음 제시한 준이상수요체계 모형

은 다음과 같이 지출비중(share)형태로 쓸 수 있다.

(1)   




ln ln 

(2) ln   ln 






lnln

여기서 는 총지출액 중에서  품목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지출몫

(budget share), 는 품목의 가격, P는 가격지수, 그리고 X 는 총

지출액을 의미한다. 식(2)에 정의된 ln는 비선형 가격지수이므로

모형의 선형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Stone의 가격지수를 대신 사용

한다. Stone의 가격지수는 다음과 같다.

(3) ln  




 ln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추정에 이용할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을 이용한

채소류 수요 분석형은 Stone의 가격지수를 이용한 ‘선형화된 준이상

수요체계(Linearized-Approxim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   




ln ln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에서의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5) 지출 탄력성:  



(6) 자체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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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차가격탄력성:  






1. 제약조건

AIDS 모형이 수요이론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차성, 대칭성, 지출

합 조건들을 만족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제약 조건들은 AIDS모형의

모수(parameter)들에 대한 제약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1) 지출합 제약




  


 


  

지출합제약 조건은 수요관계에 따른 소비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의 합계는 총지출과 일치한다는 조건이다. 즉 모든 상품에 대한

지출몫의 합은 1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출합 제약을 식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은데, AIDS 모형에서는 지출합 제약은 기본적으로

만족되어지는 조건이므로 검정의 대상은 아니다.

2) 동차성 제약




  

각 상품에 대한 지출몫은 가격체계와 총지출액에 대한 영차동차함

수이어야 한다. 즉 모든 상품의 가격체계와 총지출액이 동일하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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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때, 각 상품의 지출 비중에는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차성제약이 만족된다면, 소비자는 지불배분을 할 때 ‘화폐

환상’(money illusion)을 갖지 않는다. 동차성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는데, 이 제약의 개수는 모두 (n-1)개이다.

3) 대칭성 제약

   ≠

이 조건은 보상수요함수(compensated demand function)의 가격에

대한 교차편도함수(cross-price derivatives)가 대칭(symmetric)이어

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보상수요의 자기가격 및 교차가격에 대한

대체효과로 구성된 행렬은 대칭행렬이다. 대칭성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제약의 개수는 

 이다.

제 3 절 역준이상수요체계

역수요모형(Inverse Demand system)이란 어떤 일정한 기간 내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이 생산 시차나 기타 제약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고, 이 기간의 상품 공급량은 반드시 소비되어야하므로, 가격

이 그에 맞추어 조정된다는 가정에 의거하여 설정되는 모형이다. 이

러한 시장 모형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는 시장을 청산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가격이 중재자에 의해 설정된다고 본다. 실제 경매에서 보듯

이 공급된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도매 중개상은 수량의

함수로서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8)

8) 박환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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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생산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불가결하게 소요

되므로 단기간에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어려우며, 또한 부패성이 강

해, 장기간 저장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단기에서의 공급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정된 공급량이 시장에

서 청산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전제되는 역수요함수 형

태의 분석이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선 농산물의 수요 분

석의 경우 역수요체계의 이론 모형이 널리 이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역수요함수 중에서도 그 범용성이 높은 준이상수

요체계 모형에 역수요 함수를 적용한 역준이상수요시스템(Inverse

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9)

(1)  


lnln

단, ln


ln







lnln

위 식에서, 는 품목 i의 거래액 비중을, 는 품목 j의 거래물

량을 각각 나타내며, 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와 관련된 파

라메터이다. 전체 거래물량을 나타내는 변수 ln 대신에 스톤

(Stone)의 수량지수(ln


ln)를 사용하여 위의 역준이상수요

시스템을 선형 근사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화된 역준이상수요시스템

(Linearized Inverse Almost Ideal Demand System)이 도출된다.

9) 미분형태의 역준이상수요체계(Differential IAIDS)도 종종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미분하지 않은 형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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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nln

본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수요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품들

에 대한 수요가 다른 상품들의 소비와 분리되어 지출계획되는 예산

분리성을 가정한다. 그리고 그 상품들에 대한 전체 소비행위가 합리

적인 대표적 소비자의 행위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소 수요의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위 역준이상

수요모형의 상수항에 계절 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분석 모형으로 사용한다.

(3) 
봄봄

여름여름
가을가을



lnln

식 (3)에서 계절 더미변수는 봄,여름,가을, 겨울로 구분되는데,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겨울은 9-11월, 겨울은 12-익년 2월이다.

다른 수요체계 모형과 마찬가지로 선형 IAIDS 모형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출합, 동차성, 대칭성 제약조건이 부과된다.

(4) 지출합(Adding-up):




 



봄 




여름 




가을 



 

(5) 동차성(homogeneity) : 


 

(6) 대칭성(symme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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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준이상수요모형의 추정은 위 세 가지 제약조건을 부과하여 외

형상무관한 회귀(SUR :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로 추정한

다. SUR이란 Arnold Zellner(1962)에 의해 제안된 추정방법으로 특

징이 유사한 다수의 회귀식을 추정할 떄, 각 회귀모형의 오차에 동

시적 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이 발생할 경우, 각 모형을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것 보다는, 모든 모형을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더 분산이 작아 효율적(efficient)이라는 것이다. SUR 추정은 기본적

으로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접근법을 사용한다.

정의상 


  이므로, 오차항의 공분산 행렬의 비가역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정식 1개를 제외하고 추정한

다.

제 4 절 가격 신축성 및 규모 신축성

일반적인 수요 모형의 경우는 탄력성(elasticity)을 추정하나, 역수

요모형의 경우는 신축성(flexibility)을 추정한다. 역수요모형에서의

신축성은 가격신축성(price flexibility)과 규모 신축성(scale

flexibility)가 있으며,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1. 가격신축성  

단, 가격신축성의 는 크로네커 델타(Kronecker's delta)로

  일때는 1, ≠일 때는 0이다. 따라서 가격 신축성 계수는

전자의 경우 자체가격 신축성계수, 후자의 경우 품목 간 교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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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계수가 된다.

자체가격 신축성 계수는 어느 한 품목의 공급량이 1% 증가할 때

해당 품목 가격의 퍼센트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 계수의 절대값이 1

보다 크면 신축적인(즉 비탄력적)수요를, 1보다 작으면 비신축적(탄

력적)인 수요를 의미한다. 교차가격 신축성 계수는 두 품목간 수요

의 대체관계를 나타내는데, 한 품목의 공급량이 1% 증가할 때 다른

품목 가격의 퍼센트 변화율을 나타낸다. 교차가격 신축성이 음(-)의

값을 가지면 대체 관계, 양(+)의 관계를 가지면 보완 관계를 가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2. 규모신축성  



규모 신축성은 분석 대상 채소류 전체 공급량이 모두 1%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 가격의 퍼센트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이 계수의 절

대값이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사치재, 1보다 작으면 필수재로 해

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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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자료

제 1 절 준이상수요체계 분석자료

준이상수요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채소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

터를 이용하였다. 대상 품목은 대표적 주요채소인 배추, 무, 파, 마

늘, 건고추와 생산량이 많은 양파를 포함 총 6종의 대중적 채소류를

선정하였다. 가락시장 거래연보 상 자료가 누락된 2007년을 제외하

고 총 관측치는 228개이다. 가격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

하는 각 품목별 도매가격을 생산자 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

트 하여 사용하였다. 물량자료는 실제 월별 소비량에 가까운 데이터

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품목별 월별 소비량의 장기 시계열 데

이터가 미비하여, 연간 생산량에 월별 도매시장 반입량 비중을 곱하

여 국가 전체 월별 소비량을 추정하였다.10) 가락도매시장 거래연보

에 제시되는 품목별 월별 반입량와 수입량 데이터를 합산하여 전체

반입량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월별 반입량 비중을 산출하였

다. 이를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에서 발표된 품목별 연간 생산량에

곱하여 월별 소비량을 계측하였다. 그리고 이를 매년도 인구수(행정

자치부 주민등록발급인구)로 나누어 1인당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10) 김성우 외(2016)은 월별 소비량 계측 시, 연간 생산량을 도매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시에

이 방법이 때로 실제 수요량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작형의 월별

생산량을 중심으로 비중을 산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사하고 있으나, 자료의 한

계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대로 도매시장 반입량 기준 비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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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bs Mean Std.Dev. Min Max

<표 4-2> 기초 통계량

(단위 : kg, 원/kg)

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2015.01 6.3 9.5 7.6 7.7 7.0 7.1

2015.02 5.9 8.8 6.7 7.4 6.8 23.3

2015.03 6.8 9.6 8.1 10.4 8.0 7.2

2015.04 6.1 9.2 10.6 8.6 9.9 5.9

2015.05 6.4 8.4 11.6 7.5 12.4 6.2

2015.06 8.1 8.1 9.6 6.7 12.3 11.3

2015.07 7.9 7.7 7.6 7.0 7.7 6.6

2015.08 7.8 7.9 7.6 6.9 5.9 5.8

2015.09 11.5 10.6 7.6 8.8 6.1 5.9

2015.10 9.4 8.4 7.8 9.4 7.0 6.4

2015.11 14.4 4.6 7.4 10.6 8.6 6.3

2015.12 9.3 7.1 7.8 9.0 8.2 7.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1> 2015년 가락도매시장 월별 반입 비중

(단위 : %)

월별 반입물량, 월별 도매가격, 품목별 지출비중 등의 기초통계량

은 다음과 같다. 반입물량은 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고, 1kg당 평균 가격은 건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지출액 비중은 배추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건고추, 마늘, 양파, 무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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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q111) 228 4.33 1.37 1.75 7.52

q2 228 2.38 0.69 0.78 5.51

q3 228 1.79 0.53 0.83 3.68

q4 228 0.67 0.25 0.32 1.56

q5 228 0.64 0.48 0.18 3.50

q6 228 0.25 0.11 0.07 1.02

가격

p1 228 6.37 3.02 2.65 19.32

p2 228 5.42 2.42 1.92 16.87

p3 228 8.33 3.38 3.25 23.49

p4 228 14.18 5.22 6.52 38.28

p5 228 29.65 9.84 13.89 62.71

p6 228 108.81 34.65 56.69 239.83

비중

w1 229 0.25 0.09 0.07 0.50

w2 229 0.12 0.04 0.03 0.25

w3 229 0.14 0.06 0.05 0.33

w4 229 0.09 0.03 0.03 0.20

w5 229 0.17 0.09 0.03 0.62

w6 229 0.24 0.09 0.07 0.64

또한, 배추와 무의 경우 작형이 뚜렷하게 봄, 고랭지, 가을(김장),

월동 등의 4가지로 나누어지고 각각 출하시기가 다르므로 작형 더

미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작형은 주 수확기인 봄(4-6월), 고랭

지(7-9월), 가을김장(10-12월), 월동(1-3월)으로 각각 3개월씩으로

구분하였다.

11) 1부터 6은 각각 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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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역준이상수요체계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도매시장 내 거래금액이 큰 대표적 채소류 중 주

김장채소인 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등 6가지 품목을 대상

으로 하였다.12)

연보 상 자료가 누락된 2007년을 제외하고 총 관측치는 228개이

다. 가격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제공 사이트(kamis)의 가격정

보에서 제공하는 각 품목별 도매가격을 생산자 물가지수(‘2010=100)

로 디플레이트 하여 사용하였다. 물량자료는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농작물생산조사 상에 나타난 연도별 작물 생산량을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에 따라 월별로 구분하여 국가전체 월별 소

비량을 계측하였다.13) 이때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은 가락도매시장

거래연보에 제시되는 품목별 월별 반입량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

석 기간은 199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 가락시장에 자료가

누락된 2007년을 제외하고 228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형근사를 위해 Stone’s Q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위 LA-AIDS

추정과 마찬가지로 내생성(endogeneity)을 피하기 위해 가중치 w를

1기 시차 변수를 이용하여 곱해주었다.

12) 준이상수요체계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13) 역수요체계는 시장 전체의 상품 총화(aggregation) 공급량을 (외생)설명변수로

사용하므로, 총 물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량을 구하지 않았다. 이점은

개인수요함수인 준이상수요체계와의 차이점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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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준이상수요체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로 지출몫을 사용하는 본 SUR 모형의 특성상, 모든 방정

식을 추정할 경우 오차항의 분산행렬이 비가역이 되는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방정식을 제외하고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건고추’의 방정식을 제외하고 SUR 추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Eales and Unnevehr(1988)은 스톤 가격 지수로 선형화 할

때 가 종속변수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톤 지수 산출 시 1기 시

차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이론적 제약조건을 LR 검정한 결과, 로그우도값이 68.7 (prob>chi

=0.000) 으로 기각되었다. 이는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 사용이라

는 자료집계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밖에도 윤성민(2003)은

AIDS함수의 제약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동적 요인 미

고려, 미래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미반영 등의 이유를 설

명하고 있다.

이론적 제약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SUR추정을 한 경우

R-squared는 0.45∼0.83까지의 값을 나타냈으며, 추정된 계수는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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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치 P>z 표준오차

배추

d1 -0.004 0.652 0.009

d2 0.093 *** 0.000 0.008

d3 0.049 *** 0.000 0.008

lnp1 0.167 *** 0.000 0.011

lnp2 -0.039 *** 0.001 0.012

lnp3 -0.016 ** 0.043 0.008

lnp4 -0.032 *** 0.005 0.011

lnp5 -0.032 *** 0.001 0.010

lnp6 -0.022 ** 0.029 0.010

ln  0.052 *** 0.000 0.010

Constant 0.213 *** 0.000 0.055

무

d1 -0.033 *** 0.000 0.005

d2 -0.021 *** 0.000 0.005

d3 -0.005 0.383 0.005

lnp1 -0.021 *** 0.002 0.007

lnp2 0.104 *** 0.000 0.007

lnp3 -0.004 0.465 0.005

lnp4 -0.018 ** 0.011 0.007

lnp5 -0.018 *** 0.002 0.006

lnp6 -0.043 *** 0.000 0.006

ln  -0.004 0.561 0.006

Constant 0.324 *** 0.000 0.034

양파

d1 0.039 *** 0.000 0.010

d2 0.005 0.636 0.010

d3 0.010 0.309 0.010

lnp1 0.005 0.682 0.012

lnp2 -0.032 ** 0.016 0.013

lnp3 0.086 *** 0.000 0.009

lnp4 0.007 0.564 0.013

lnp5 0.000 0.972 0.011

lnp6 0.021 * 0.068 0.011

ln  -0.042 *** 0.000 0.011

<표 5-1> 준이상수요체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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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0.050 0.418 0.062

파

d1 -0.032 *** 0.000 0.005

d2 -0.025 *** 0.000 0.005

d3 0.001 0.765 0.005

lnp1 -0.011 * 0.064 0.006

lnp2 -0.014 ** 0.025 0.006

lnp3 -0.003 0.542 0.004

lnp4 0.065 *** 0.000 0.006

lnp5 0.007 0.151 0.005

lnp6 -0.047 *** 0.000 0.005

ln  -0.000 0.981 0.005

Constant 0.174 *** 0.000 0.029

마늘

d1 0.105 *** 0.000 0.012

d2 -0.014 0.237 0.012

d3 -0.031 *** 0.008 0.012

lnp1 -0.068 *** 0.000 0.015

lnp2 -0.014 0.378 0.016

lnp3 -0.052 *** 0.000 0.011

lnp4 0.008 0.610 0.016

lnp5 0.117 *** 0.000 0.013

lnp6 -0.005 0.706 0.014

ln  0.029 ** 0.028 0.013

Constant -0.039 0.602 0.076

위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해 도출한 각 탄력성은 아래와 같다.

지출탄력성은 모두 양의 값을 가졌으며, 무, 양파, 파, 건고추은 절대

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져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배추

와 마늘의 경우 1보다 큰 값이 나왔으나, 이를 사치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채소류 지출액 증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가격효과만을 계측한 보상

(compensated) 자기가격 탄력성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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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지출탄력성 1.212 0.970 0.699 0.999 1.175 0.852

(비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371 -0.176 0.110 -0.123 -0.447 -0.260

무 -0.183 -0.108 -0.193 -0.159 -0.105 -0.004

양파 -0.094 -0.026 -0.337 -0.029 -0.335 -0.030

파 -0.147 -0.150 0.079 -0.254 0.032 -0.116

마늘 -0.168 -0.152 0.053 0.086 -0.333 -0.280

건고추 -0.140 -0.361 0.221 -0.540 -0.073 -0.565

(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074 0.062 0.282 0.122 -0.158 -0.051

무 -0.041 -0.006 -0.112 -0.042 0.032 0.096

양파 0.074 0.109 -0.239 0.110 -0.172 0.089

파 -0.041 -0.065 0.141 -0.166 0.135 -0.041

마늘 0.035 0.011 0.171 0.253 -0.135 -0.137

건고추 0.154 -0.125 0.390 -0.297 0.212 -0.358

<표 5-2> 탄력성 추정 (무제약)

대값이 1보다 작아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성격을 보

여,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채소의 특성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특히, 배추와 무의 탄력성은 각각 –0.074와 -0.006으로 다른

채소에 비해 더욱 비탄력적인 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김치의

주재료로 그 쓰임이 많고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배추와의 관계에 있어, 무, 양파, 파는 (+) 값으로 대체재, 마늘 건

고추는 (-)부호를 보여 보완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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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치 P>z 표준오차

배추

d1 -0.002 0.811 0.008

d2 0.095 *** 0.000 0.008

d3 0.049 *** 0.000 0.008

lnp1 0.148 *** 0.000 0.007

lnp2 -0.029 *** 0.000 0.005

lnp3 -0.018 *** 0.001 0.005

lnp4 -0.016 *** 0.000 0.004

lnp5 -0.054 *** 0.000 0.006

lnp6 -0.031 *** 0.000 0.007

x 0.046 *** 0.000 0.010

Constant 0.319 *** 0.000 0.029

무

d1 -0.034 *** 0.000 0.005

d2 -0.022 *** 0.000 0.005

d3 -0.007 0.208 0.005

lnp1 -0.029 *** 0.000 0.005

<표 5-3> 제약하 준이상수요체계 추정결과

제약조건을 부과하였을 경우, 계수의 추정치 및 도출된 탄력성은

아래와 같다. 대칭성과 동차성 제약을 부과한 경우, 제약조건에 따

라 계수들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약 하에서도 무제약 하와 거의 동일한 크기와 부호의 탄력성이

도출되었다. 역시 보상 자체가격 탄력성을 보면, 모든 채소가 1보다

작은 절대값을 나타내어 비탄력적인 수요를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

도 무, 파, 마늘은 가격에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차탄력성을 살펴보면, 배추는 마늘과 음(-)의 교차탄

력성을 가져, 보완재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무, 양파, 파, 건고추와는 (+)의 교차탄력성을 나타내어 대체관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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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p2 0.108 *** 0.000 0.006

lnp3 -0.007 * 0.074 0.004

lnp4 -0.012 *** 0.002 0.004

lnp5 -0.020 *** 0.000 0.005

lnp6 -0.039 *** 0.000 0.005

x -0.002 0.784 0.006

Constant 0.309 *** 0.000 0.020

양파

d1 0.036 *** 0.000 0.010

d2 0.002 0.833 0.010

d3 0.012 0.234 0.010

lnp1 -0.018 *** 0.001 0.005

lnp2 -0.007 * 0.074 0.004

lnp3 0.080 *** 0.000 0.008

lnp4 -0.003 0.395 0.004

lnp5 -0.039 *** 0.000 0.007

lnp6 -0.013 0.135 0.009

x -0.059 *** 0.000 0.011

Constant 0.309 *** 0.000 0.033

파

d1 -0.032 *** 0.000 0.005

d2 -0.025 *** 0.000 0.004

d3 0.000 0.971 0.004

lnp1 -0.016 *** 0.000 0.004

lnp2 -0.012 *** 0.002 0.004

lnp3 -0.003 0.395 0.004

lnp4 0.070 *** 0.000 0.005

lnp5 0.006 0.197 0.004

lnp6 -0.044 *** 0.000 0.004

x 0.001 0.793 0.005

Constant 0.159 *** 0.000 0.016

마늘

d1 0.110 *** 0.000 0.011

d2 -0.011 0.308 0.011

d3 -0.026 ** 0.020 0.011

lnp1 -0.054 *** 0.000 0.006

lnp2 -0.020 *** 0.000 0.005

lnp3 -0.039 *** 0.00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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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지출탄력성 1.187 0.986 0.576 1.015 1.145 0.955

(비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442 -0.243 -0.025 -0.187 -0.359 -0.116

무 -0.139 -0.076 -0.001 -0.142 -0.139 -0.157

양파 -0.099 -0.058 -0.367 -0.036 -0.252 -0.047

파 -0.082 -0.104 0.016 -0.206 0.022 -0.178

마늘 -0.253 -0.173 -0.209 0.063 -0.310 -0.042

건고

추
-0.171 -0.331 0.011 -0.507 -0.105 -0.418

(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151 -0.001 0.116 0.062 -0.078 0.118

무 0.002 -0.040 0.067 -0.023 -0.005 -0.045

양파 0.066 0.079 -0.287 0.105 -0.093 0.086

파 0.022 -0.017 0.066 -0.117 0.122 -0.094

마늘 -0.053 -0.007 -0.113 0.234 -0.118 0.119

건고

추
0.117 -0.091 0.151 -0.260 0.173 -0.186

<표 5-4> 제약하 탄력성 추정

lnp4 0.006 0.197 0.004

lnp5 0.120 *** 0.000 0.011

lnp6 -0.012 0.218 0.010

x 0.024 * 0.054 0.013

Constant -0.046 0.19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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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지출탄력성 1.071 0.957 0.783 0.902 1.297 0.903

(비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304 -0.250 -0.014 -0.238 -0.422 -0.197

무 -0.133 -0.047 -0.041 -0.074 -0.191 -0.143

양파 -0.048 -0.073 -0.497 -0.087 -0.122 -0.089

파 -0.100 -0.061 -0.045 -0.078 0.014 -0.187

마늘 -0.251 -0.218 -0.061 0.094 -0.383 -0.068

건고

추
-0.237 -0.307 -0.127 -0.520 -0.196 -0.217

(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041 -0.015 0.178 -0.017 -0.104 0.025

무 -0.007 -0.065 0.050 0.031 -0.040 -0.037

양파 0.101 0.060 -0.388 0.038 0.059 0.036

파 -0.006 0.023 0.024 -0.001 0.128 -0.108

<표 5-5> (96∼06) 탄력성

제 2 절 기간 간 비교

시간에 따른 수요탄력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96년-2006년

까지의 기간과 2008년부터 2015년의 기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탄

력성을 계측하였다. 배추, 무, 양파, 파의 경우 지출탄력성이 소폭 증

가한 반면, 마늘, 건고추의 경우는 소폭 감소하였다. 보상 자기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모든 품목에서 절대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

거에 비해 가격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교차가격탄력성은 배추의 경우, 1996∼2006년에 양파와 건고추와

는 (+)값을 가져 대체관계, 무, 파, 마늘과는 (-)값을 나타내 보완관

게를 나타내었고, 2008∼2015년에는 양파, 파, 건고추와 (+)의 값을

가져, 파가 보완관계에서 대체관계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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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0.071 -0.057 0.071 0.245 -0.165 0.084

건고

추
0.024 -0.075 0.063 -0.300 0.119 -0.002

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지출탄력성 1.315 1.034 0.865 1.074 0.873 0.804

(비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555 -0.263 -0.209 -0.100 -0.293 0.036

무 -0.158 -0.203 -0.081 -0.192 0.013 -0.118

양파 -0.181 -0.119 -0.082 -0.167 -0.053 -0.188

파 -0.057 -0.141 -0.087 -0.238 -0.028 -0.081

마늘 -0.275 -0.009 -0.062 -0.087 -0.371 -0.086

건고추 -0.089 -0.300 -0.340 -0.290 -0.139 -0.371

(보상)

가격

탄력성

배추 -0.233 -0.009 0.003 0.163 -0.079 0.233

무 -0.004 -0.082 0.021 -0.066 0.115 -0.023

양파 0.002 0.025 -0.038 -0.018 0.069 -0.076

파 0.058 -0.050 -0.011 -0.143 0.049 -0.010

마늘 -0.054 0.165 0.083 0.094 -0.225 0.049

건고추 0.231 -0.048 -0.130 -0.029 0.073 -0.175

<표 5-6> (08∼15) 탄력성

제 3 절 작형별(봄, 고랭지, 가을, 월동) 분석

작형 더미 변수를 기울기 계수에도 모두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및 계수를 이용해 계절별 지출탄력성을 도출하였다. 역시 ‘건고추’의

방정식을 제외시켰으며, 제외된 방정식의 계수는 지출합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작형별 지출탄력성의 경우, 무와 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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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치 P>z 표준오차

배추

d1 0.106 0.502 0.158

d2 -0.085 0.546 0.142

d3 -0.337 ** 0.026 0.152

lnp1 0.153 *** 0.000 0.020

lnp2 -0.010 0.717 0.028

lnp3 -0.018 0.235 0.015

lnp4 -0.002 0.932 0.021

lnp5 -0.021 0.356 0.022

lnp6 -0.072 *** 0.001 0.021

x 0.007 0.695 0.018

d1lnp1 -0.005 0.844 0.025

d1lnp2 -0.006 0.861 0.034

d1lnp3 0.000 0.995 0.020

d1lnp4 -0.037 0.190 0.028

d1lnp5 -0.035 0.207 0.028

d1lnp6 0.026 0.351 0.028

d1x 0.007 0.779 0.025

d2lnp1 0.093 *** 0.003 0.031

d2lnp2 -0.085 ** 0.012 0.034

d2lnp3 0.018 0.431 0.023

d2lnp4 -0.067 ** 0.023 0.029

d2lnp5 -0.010 0.736 0.029

d2lnp6 0.037 0.173 0.027

d2x 0.086 *** 0.001 0.025

d3lnp1 -0.050 0.235 0.042

d3lnp2 0.040 0.415 0.049

d3lnp3 0.021 0.365 0.023

d3lnp4 -0.033 0.357 0.036

<표 5-7> 작형 더미변수 적용시 준이상수요체계 추정결과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는데, 고랭지와 가을 작형은 지출탄력성이 높

은 반면, 월동 작형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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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lnp5 -0.012 0.709 0.031

d3lnp6 0.092 *** 0.001 0.028

d3x 0.037 0.234 0.031

Constant 0.383 *** 0.000 0.107

무

d1 -0.095 0.313 0.094

d2 -0.264 *** 0.002 0.085

d3 0.043 0.637 0.091

lnp1 -0.040 *** 0.001 0.012

lnp2 0.151 *** 0.000 0.017

lnp3 -0.009 0.306 0.009

lnp4 -0.010 0.414 0.013

lnp5 0.001 0.927 0.013

lnp6 -0.076 *** 0.000 0.012

x -0.020 * 0.074 0.011

d1lnp1 0.038 ** 0.013 0.015

d1lnp2 -0.070 *** 0.001 0.021

d1lnp3 -0.001 0.910 0.012

d1lnp4 -0.007 0.676 0.017

d1lnp5 -0.020 0.225 0.017

d1lnp6 0.045 *** 0.007 0.017

d1x -0.006 0.689 0.015

d2lnp1 0.009 0.619 0.018

d2lnp2 -0.050 ** 0.013 0.020

d2lnp3 0.012 0.380 0.014

d2lnp4 -0.007 0.695 0.018

d2lnp5 -0.009 0.598 0.017

d2lnp6 0.059 *** 0.000 0.016

d2x 0.032 ** 0.035 0.015

d3lnp1 0.001 0.969 0.025

d3lnp2 -0.025 0.389 0.029

d3lnp3 0.011 0.429 0.014

d3lnp4 -0.041 * 0.056 0.022

d3lnp5 -0.006 0.725 0.018

d3lnp6 0.001 0.93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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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x 0.047 ** 0.011 0.018

Constant 0.389 *** 0.000 0.064

양파

d1 -0.014 0.939 0.188

d2 -0.085 0.613 0.169

d3 -0.164 0.366 0.181

lnp1 0.043 * 0.069 0.024

lnp2 -0.075 ** 0.025 0.033

lnp3 0.101 *** 0.000 0.018

lnp4 -0.012 0.639 0.025

lnp5 -0.041 0.117 0.026

lnp6 0.027 0.273 0.025

x -0.023 0.284 0.022

d1lnp1 -0.046 0.133 0.030

d1lnp2 0.043 0.297 0.041

d1lnp3 -0.012 0.620 0.024

d1lnp4 0.060 * 0.072 0.033

d1lnp5 0.041 0.216 0.033

d1lnp6 -0.031 0.350 0.033

d1x -0.031 0.305 0.030

d2lnp1 -0.076 ** 0.038 0.037

d2lnp2 0.067 * 0.097 0.040

d2lnp3 -0.039 0.161 0.028

d2lnp4 0.020 0.569 0.035

d2lnp5 0.061 * 0.077 0.034

d2lnp6 -0.003 0.928 0.032

d2x -0.024 0.423 0.030

d3lnp1 -0.076 0.128 0.050

d3lnp2 0.060 0.299 0.058

d3lnp3 -0.046 * 0.094 0.028

d3lnp4 0.035 0.408 0.043

d3lnp5 0.035 0.341 0.037

d3lnp6 0.035 0.296 0.033

d3x -0.038 0.298 0.037

Constant 0.049 0.70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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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d1 -0.067 0.390 0.077

d2 -0.089 0.198 0.069

d3 -0.028 0.708 0.074

lnp1 -0.040 *** 0.000 0.010

lnp2 -0.005 0.701 0.014

lnp3 -0.001 0.921 0.007

lnp4 0.124 *** 0.000 0.010

lnp5 0.014 0.192 0.011

lnp6 -0.082 *** 0.000 0.010

x -0.016 * 0.068 0.009

d1lnp1 0.033 *** 0.008 0.012

d1lnp2 -0.004 0.821 0.017

d1lnp3 0.011 0.265 0.010

d1lnp4 -0.078 *** 0.000 0.014

d1lnp5 -0.011 0.421 0.014

d1lnp6 0.047 *** 0.001 0.014

d1x -0.005 0.677 0.012

d2lnp1 0.027 * 0.070 0.015

d2lnp2 -0.011 0.518 0.017

d2lnp3 -0.016 0.177 0.012

d2lnp4 -0.067 *** 0.000 0.014

d2lnp5 -0.005 0.745 0.014

d2lnp6 0.046 *** 0.001 0.013

d2x 0.026 ** 0.033 0.012

d3lnp1 0.060 *** 0.004 0.021

d3lnp2 -0.025 0.301 0.024

d3lnp3 -0.015 0.193 0.011

d3lnp4 -0.100 *** 0.000 0.018

d3lnp5 0.022 0.143 0.015

d3lnp6 0.023 0.101 0.014

d3x 0.048 *** 0.001 0.015

Constant 0.213 *** 0.000 0.052

마늘
d1 -0.144 0.476 0.202

d2 0.195 0.284 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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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봄 1.27 -0.05 -0.43 -0.33 3.02 0.07

<표 5-8> 기울기 더미 추가 지출탄력성

d3 -0.191 0.327 0.195

lnp1 0.015 0.550 0.026

lnp2 -0.054 0.131 0.036

lnp3 -0.039 ** 0.044 0.020

lnp4 -0.027 0.324 0.027

lnp5 0.115 *** 0.000 0.029

lnp6 -0.007 0.780 0.027

x 0.001 0.979 0.024

d1lnp1 -0.121 *** 0.000 0.033

d1lnp2 0.060 0.177 0.044

d1lnp3 -0.035 0.172 0.026

d1lnp4 0.023 0.517 0.036

d1lnp5 0.037 0.303 0.036

d1lnp6 0.001 0.978 0.036

d1x 0.135 *** 0.000 0.033

d2lnp1 -0.064 0.103 0.039

d2lnp2 0.046 0.287 0.043

d2lnp3 0.024 0.429 0.030

d2lnp4 0.009 0.809 0.038

d2lnp5 -0.039 0.285 0.037

d2lnp6 0.003 0.926 0.035

d2x -0.067 ** 0.037 0.032

d3lnp1 -0.085 0.115 0.054

d3lnp2 0.043 0.496 0.063

d3lnp3 0.031 0.296 0.030

d3lnp4 0.093 ** 0.045 0.046

d3lnp5 -0.067 * 0.090 0.040

d3lnp6 0.041 0.250 0.036

d3x -0.012 0.759 0.040

Constant 0.004 0.97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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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2.09 1.37 -0.66 1.53 -1.19 0.98

가을 1.73 1.87 -0.80 2.22 0.66 0.53

겨울 1.15 0.31 0.38 0.39 1.02 1.72

제 4 절 역준이상수요체계(Inverse AIDS) 분석결과

SUR 추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각 회귀식의 오차들 간에 동시적

상관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검정하기 위해 Breusch-Pagan (BP)검정

을 시행하였다.

BP검정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위 귀무가설이 맞다면 SUR 추정이 불필요하고, 각 방정식을 OLS

로 개별 추정하면 된다. BP 검정 결과 chi2(55) = 269.784로 p값이 0

에 가까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며, 오차항들간에 동시적 상관이 존

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SUR로 추정할 때 효율적인

(efficient)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채소류 모두의 지출비중을 더하면 수요의 예산제약성에 의하

여 항상 1이 되므로, SUR 추정시 공분산행렬이 선형결합관계를 가지

게 된다. 이 때문에 수요 체계를 추정할 때 하나의 방정식을 누락시키

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고추’의 방정식을 추정에서 제외시켰다.14)

14) Barten(1969)은 어느 방정식을 누락시키더라도 추정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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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치 P>z 표준오차

배추

d1 -0.012 0.208 0.010

d2 0.025 ** 0.013 0.010

d3 -0.002 0.775 0.008

lnn1 0.025 * 0.078 0.014

<표 5-9> 역준이상수요체계 추정결과

또한, 작형 더미 변수에 대한 LR검정(likelihood Ratio test) 결과, 우

도비가 139.55로 카이제곱값 검정결과 작형 더미변수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역수요체계의 기본 가정인 수량변수의 외생성(exogeneity)을 검정

하기 위해, 수량 변수의 1기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하는 3단계 최

소제곱(3SLS)과 SUR을 비교하여 hausman test를 시행한 결과

chi-sqaured값이 3.99(Prob>chi2=0.9476)로, 외생성이 기각되지 않아,

수량변수의 사전결정성(Predeterminedness)에 대한 가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준이상수요체계(Inverse AIDS)를 추정하

였다.

역준이상수요체계(Inverse Almost Ideal Demand System)의 SUR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R-squared는 0.48에서 0.85 의 값을 나타내었

다.

추정된 계수를 이용해 도출한 신축성의 경우, 배추의 규모신축성이

(+)의 값을 가지고, 건고추의 자기가격신축성이 (+)로 나타나는 등 현

실과 부합하지 않고, 교차가격신축성도 LA-AIDS분석과 일치하지 않

아 현실 설명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실 데이터가 공급

량의 외생성을 가정한 모형의 전제와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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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n2 -0.062 *** 0.000 0.012

lnn3 -0.041 *** 0.000 0.011

lnn4 -0.055 *** 0.000 0.011

lnn5 -0.081 *** 0.000 0.008

lnn6 -0.034 *** 0.000 0.008

lnq 0.263 *** 0.000 0.013

Constant -0.022 0.924 0.226

무

d1 0.003 0.618 0.007

d2 0.014 ** 0.049 0.007

d3 0.027 *** 0.000 0.006

lnn1 -0.068 *** 0.000 0.010

lnn2 0.082 *** 0.000 0.008

lnn3 -0.021 *** 0.007 0.008

lnn4 -0.033 *** 0.000 0.008

lnn5 -0.028 *** 0.000 0.005

lnn6 -0.013 ** 0.021 0.006

lnq 0.093 *** 0.000 0.009

Constant -0.048 0.761 0.157

양파

d1 0.013 0.243 0.011

d2 -0.035 *** 0.003 0.012

d3 -0.005 0.632 0.010

lnn1 -0.022 0.172 0.016

lnn2 -0.026 * 0.062 0.014

lnn3 0.034 *** 0.010 0.013

lnn4 0.002 0.904 0.014

lnn5 -0.023 ** 0.010 0.009

lnn6 -0.058 *** 0.000 0.010

lnq -0.012 0.458 0.016

Constant 1.227 *** 0.000 0.266

파

d1 -0.015 *** 0.007 0.006

d2 -0.010 * 0.088 0.006

d3 -0.001 0.876 0.005

lnn1 -0.030 *** 0.000 0.008

lnn2 -0.001 0.912 0.007

lnn3 -0.014 ** 0.040 0.007

lnn4 0.075 *** 0.00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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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

규모신축성 0.072 -0.205 -1.084 -0.906 -1.559 -2.065

가격

신축성

배추 -1.163 0.150 -2.165 -63.426 -3.588 5.782

무 0.055 -0.395 -1.224 -73.801 -1.643 2.946

양파 -0.064 0.292 -0.742 -39.583 -1.479 3.239

파 -0.051 0.317 -2.272 -0.153 -5.720 0.031

마늘 0.156 0.535 -1.844 -79.572 -0.001 2.035

건고추 0.537 -0.164 2.208 32.614 0.071 0.054

<표 5-10> 규모신축성 및 가격신축성

lnn5 -0.010 ** 0.029 0.004

lnn6 -0.026 *** 0.000 0.005

lnq 0.008 0.299 0.008

Constant 0.095 0.480 0.134

마늘

d1 0.039 *** 0.001 0.012

d2 0.020 0.113 0.013

d3 -0.003 0.799 0.011

lnn1 0.000 0.993 0.017

lnn2 -0.022 0.139 0.015

lnn3 -0.012 0.396 0.014

lnn4 0.069 *** 0.000 0.014

lnn5 0.152 *** 0.000 0.009

lnn6 -0.062 *** 0.000 0.010

lnq -0.094 *** 0.000 0.017

Constant -0.112 0.691 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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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비교 분석

준이상수요체계의 경우, 채소의 비탄력적 수요나 채소 품목 간 대체

관계를 어느 정도 적절히 설명하고 있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

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역수요모형의 경우, 배추의 규모신축성이

양(+)의 값을 가져 모든 품목의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든지, 건고추의 자기가격신축성이 양(+)로 나타나 수

량 증가 시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각 품목 간 대체 보완관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현실

설명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소수요 분석에 있어, 가

격의 외생성을 전제로 하는 모형 즉 준이상수요체계가 더 적절한 모

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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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파, 마늘, 건고추에

대해 완결수요체계인 선형근사 준이상수요모형(LA-AIDS) 및 역준

이상수요체계(IAIDS)를 이용해 각 탄력성 및 신축성을 계측하고, 수

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준이상수요모형은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

으로 가격을 외생변수로 하여, 가격 변화에 대한 개인 수요의 변화

를 의미한다. 반면 역수요모형은 시장 전체의 수요량에 대한 시장

가격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공급량을 외생 변수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모형의 현실 설명력 측면에서 보면, 일반 수요모형이 채소 수요

의 비탄력성이나 채소 품목 간 대체 관계를 어느 정도 적절히 설명하

고 있는데 반해, 역수요모형의 경우, 배추의 규모신축성이 (+)의 값을

가지고, 건고추의 자기가격신축성이 (+)로 나타나며, 대체 보완관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현실 설명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채소 재배 면적이 전작기 도매 가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작형별로 공급이 유동적이므로, 공급량의 외생성

을 가정하는 역수요모형의 전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

인한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채소와 과일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채소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여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고, 따라서 도매시장에 물

량이 평소보다 조금만 덜 들어와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조금 많

이 들어오면 크게 하락한다. 반면에 공급은 전기 가격에 탄력적인

특징을 갖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농가들은 작목을 선택할 때 예상

가격으로서 전기 가격을 많이 고려한다. 즉 농가들은 작년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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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으면 금년에도 그 품목을 더 심으려고 하고, 작년 가격이 나빴

으면 다른 작목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공급측면의 특징이 비탄력적 수요와 맞물려 채소의 가격 등락

이 커지도록 작용한다.

반면, 과일에 대한 수요는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면서,

과수가 영년생 작물인 관계로 과일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이어서 가격의 불안정성은 채소에 비해 낮다. 이러한 공급 측면의

차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일의 분석에는 역수요체계의 가정이 잘

맞고, 채소의 수요분석에는 일반 수요체계의 전제에 더 잘 부합한다

고 생각된다.

준이상수요체계(AIDS) 분석의 결과를 보면, 보상 자기가격탄력성

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배추와 무의

탄력성은 각각 –0.074와 -0.006으로 다른 채소에 비해 더욱 비탄력

적인 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김치의 주재료로 그 쓰임이 많

고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장의 주

재료인 배추와의 관계에 있어, 무, 양파, 파는 (+)의 교차가격탄력성

으로 대체재로, 마늘과 건고추는 (-)부호를 보여 보완재로 나타났다.

작형별 기울기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무와 파에 대해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는데, 고랭지와 가을 작형은 지출탄력성이 높

은 반면, 월동 작형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최종소비자의 수요패턴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매가격이 더 적합한 가격 데이터이나, 일관

되게 조사된 월별 장기 시계열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도매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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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가격 급등락이 심한 도매시장 반입물량과 가격을 이용

하여 소비자 물가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준이상수

요체계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대상 품목의 분리성에 대한 검정을

미실시하였다. 그러나 김장채소라는 하나의 품목 그룹이라는 점에서

약분리성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소비패턴의

변화로 육류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채소 소비가 육류 및 수산물 소

비에 있어 파생 수요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함수 분석 시, 육류

및 수산물 수요도 함께 고려한다면 좀 더 나은 분석이 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한국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었을 때 수산물과 강한 보완재 역할을 하는 무 가격이 하락

했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좀 더 미시적인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소득분위

별, 지역별 구분을 통한 엄밀한 분석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탄력

성 계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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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timation Of Vegetable

Demand System Utilizing

Complete Demand System

Soon Choi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stimated elasticities and flexibilities of staple

vegetables such as chinese cabbage, radish, onions, leek, garlic

and red pepper utilizing Linear Approximated Almost Ideal

Demand System (LA-AIDS) and Inverse Almost Ideal Demand

System(IAIDS). LA-AIDS represents the change of individual

demand according to a change in prices, considering prices as

exogeneous variables. On the other hand, IAIDS shows market

prices change caused by the quantity in the market in the whole,

deeming the quantity as exogen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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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results suggests that LA-AIDS provided rational

explanation on inelastic demand of vegetable and substituting

relation between each vegetables, while IAIDS doesn’t account for

reality: positive own price flexibility of red pepper, irrational

substitution relation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LA-AIDS is

better model in analyzing vegetable demands. It is probably due

to supplied quantity not conforming to reality, because cultivated

area of vegetable is greatly affected by whole sale prices of the

last cultivating term.

The study results of LA-AIDS shows that compensated own

price elasticities are less than 1 for all items, suggesting

inelasticities to price changes. In particular, the elasticities of

chinese cabbage and radish are –0.074 and 0.006, which are

more inelastic than others. I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ose two varieties are principal and essential ingredients of

Kimchie. Radish, onions and leeks turned out to be subsitutes of

chinese cabbages with positive sign, while garlics and dried red

pepper are complements with minus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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