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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육류의 수요체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박시현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캠핑 문화의 확산 등으로 식

육가공품과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육류의 수

요와 관련된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신선육의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공육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준이상수요체계(AIDS) 모형을 이용하여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한국 육류의 수요체계를 분석하고 육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품목의 차이에 의해 소비 특성과 대체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

고자 동일한 자료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육류를 구분한

방식을 적용한 수요체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선육과 가

공육으로 분리한 수요체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패널 데이터

로, 627가구의 농식품 구매 데이터와 인구특성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공

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품목은 국내산소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신선

육, 소고기가공식품, 돼지고기신선육, 돼지고기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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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가공식품, 기타신선육,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총 9가지 품목을 지정

하였다. 계절성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분석 기간의 단위는 분기로 설

정하였으며, 따라서 분석 기간은 2010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총

32분기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추진

현황의 질병별 발생일수 자료를 이용하여 가축질병의 발생정도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된 수요체계에서는 신선육만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나 육종으로 집계한 수요체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

었던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인구특성 변수,

분기 더미변수, 가축질병 발생기간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를 살펴보면,

90%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를 제외하고는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의 추정치의 부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된 수요체계

에서 자녀유무, 패널의 취업여부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의 부호는 육종

별로 같은 것으로 나타나 신선육 수요체계 및 집계한 수요체계의 파라미

터 추정치의 부호와도 동일했다. 그러나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과 분

기 및 가축질병의 효과에 관련된 추정치들은 신선육과 가공육의 부호에

차이가 존재하여 세분화한 모형이 신선육만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나 육

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보다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기에 더 적절했다.

특히 육종별로 집계된 수요체계에서는 3분기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지

출비중이 감소하고,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에서는 돼지고기의

지출비중이 감소했지만,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기

타소고기신선육과 돼지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신선육만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나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

계에서는 추석의 영향으로 수입산 소고기와 햄세트 등의 가공육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

리된 수요체계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기간이 길수록 기타

소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지출비중

은 감소하는 반면, 소고기가공식품, 돼지고기신선육 및 가공식품과 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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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킨과 닭가슴살 같은

닭고기가공식품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선육만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나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지 못 하였다.

지출탄력성은 모든 수요체계에서 모두 양(+)의 값을 가져 모든 품목이

정상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

계에서는 닭고기신선육을 제외한 모든 신선육(국내산소고기신선육, 기타

소고기신선육, 돼지고기신선육과 기타신선육)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계

한 수요체계에서는 소고기와 기타육류만 사치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체가격탄력성은 세 가지 수요체계 모두 모든 육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이론에 부합하였다. 기존 방식대로 분류된 두

가지 수요체계에서 자체가격탄력성은 기타육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

기 순으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기타소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닭고

기신선육, 국내산소고기신선육, 돼지고기신선육 순으로 탄력적이었던 신

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의 자체가격탄력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차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소고기가공식품과 닭고기가공식품이 보완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

계한 육류의 수요체계에서는 모든 품목이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지 못 하였다.

주요어: 신선육, 가공육, 육류수요, 준이상수요체계, 농식품소비자패널

학 번: 2016-2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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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1)

신선육 위주였던 육류 소비에 가공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75조 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가

운데 식품별 생산실적은 돼지고기 포장육이 5조 8,935억 원, 소고기 포장

육이 4조 4,011억 원으로 부동의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돼지고기 포장

육의 생산액은 2016년 5조 9,693억 원에 비해 1.2% 감소하였으며, 소고기

포장육의 생산액 또한 2016년 4조 6,337억 원에 비해 2.9% 감소하였다.

반면, 가공육은 생산액은 일제히 증가하였다. 양념육류의 생산액은 2017

년 1조 9,074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1.9% 증가했으며, 식육가공품 중 햄·

소시지·베이컨류의 생산액도 1조 7,7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

였다.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으로 판매되는 즉석섭

취·편의식품류의 2017년 생산액은 1조 7,37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무려

40.1% 급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식육가공품과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

맞벌이 가족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국내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8.6%로 2인 가구를 포함하면 1~2

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5.4%를 차지했다. 이에 육류

소비에 있어서도 신선육 상태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

비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설과 추석에 급등하며, 닭고기의

소비량은 삼복이 있는 여름에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육류의 수요

1) 본 절에서 제시한 수치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9월 13일 “2017년 식품산
업 생산실적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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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 농작물과 비교하여 질병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육류의 계절성과 가축질병의 발생은 육류의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육류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는 육류의 소비구조를 보다 엄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육류의

수요체계를 분석하려는 노력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육류를 단순히 육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가공육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육류를 보다 세분화시킨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그마저도 육류를 원산지별로 구분하거나 신

선육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남국현·

최영찬, 2016; 김원태, 2017). 식육가공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육류를 부위별 혹은 원산지별뿐만 아니라 신선육과 가공

육으로 구분하고, 외생적 요인(명절, 가축질병 발생 등)을 고려하여 각

품목의 소비 특성과 품목 간 대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한국 육류 수요체계 분석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육류를

품종별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둘째, 소비자의 특성과 가축질병 발생 및 육류의 계절성을 고려한 수

요함수를 추정하여 육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육류

수요의 순수한 가격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육류 수요의 지출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각 품목의 특

성과 품목 간 대체관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한 육류의 수요체계 분석 결과

가 기존 분석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 및

육종별로 집계된 육류의 수요체계 분석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

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를 이용하여 완결수요함수체계 하에서 9가지로 세분화된

육류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품목 간 대체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했던 수요체계 및 육종으로 집계된 수요체

계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같은 데이터와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두 가지

육류 수요체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후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한

육류의 수요체계와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식품의 수요체계를 분석할 때 가격은 각 품목별 도매가격을 이

용하고 소비량은 국가 전체로 집계된 연간 생산량을 도매시장 월별 반입

량 비중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김성우·노호영·윤선희,

2016). 그러나 이러한 가격자료와 물량자료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품목의 가격 및 물량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

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 유형별로 분류된

실제 구입가격과 지출액을 가지고 육류의 수요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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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육류의 수요체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Eales and Unnevehr(1988)는 미국에서 육류를 소비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육종인지 아니면 육류 상품의 종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육류를 육

종으로 통합한 모형과 상품별로 세분화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수요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계 차분된 가격지수를 대입

한 동태적 LA-AID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육류시장의 소비구조를 파악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육류 상품 분류를 찾기 위해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 검증을 시행하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Talijaard et

al.(2003)은 LA-AIDS 모형을 이용하여 남아공의 육류 수요함수를 추정

하였으며, 약분리성을 검증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병호·어영준(1995)과 정경수·박창원(1998) 등이 완결수요

체계를 이용하여 육종으로 집계한 육류의 수요분석을 시도하였다. 김병

호·어영준(1995)는 완결수요체계를 이용하여 식품수요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조건부수요체계를 육류 수요분석에 도입하기 위해 비육류와 육

류의 약분리성을 검증하였으며, LA-AIDS 모형을 이용하여 소고기와 돼

지고기, 소고기와 닭고기는 대체관계인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보완

관계임을 보였다. 또한 평균에서 추정된 통상수요 지출탄력성으로 소고

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는 모두 지출비용의 변화에 대해 정상재로

반응하고 단위탄력적인 것을 보였다.

정경수·박창원(1998)은 육류의 수요를 분석함에 있어 분기별 데이터와

분기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시계열 자료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분

기별 변동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육류의 약분리성을 가정하고 통상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지출비용의 변화에 대해 소고기는 사

치재,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정상재로 반응하는 것을 보였으며, 소고기 수

요는 1분기에 증가하고 4분기에 감소하며, 돼지고기 수요는 4분기에 증

가하고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닭고기는 2분기,

3분기에 소비가 증가하고, 4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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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재(2008)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비자 가격자료와 국내

소비량자료를 이용하여 Rotterdam 역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역수요체계의

시장반응을 통상적 수요체계의 개인소비자 반응으로 변화시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소고기가 사치재적 성격을, 돼지고

기와 닭고기가 필수재적 성격을 나타냈으며, 모든 육류는 서로 대체관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대교·신종협(2014)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사용하여 구

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질병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에 미치

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장·단기적 가격의 상관관계와 충격반응

함수를 이용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대체관계인 반면 소고기와 닭고기

는 보완관계임을 보였다.

보다 세분화된 육류의 국내 연구로는 남국현·최영찬(2016)과 김원태

(2017)가 있다. 남국현·최영찬(2016)은 소비자가 특정 부위의 소고기를

구매할 때 소고기 가격 및 대체상품의 가격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은 물

론이고 소득,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계절, 요일, 날씨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 또한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대수

(log-log) 모형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수요

함수를 추정하고 AIDS 모형으로 개인별 수요를 집계한 자료를 활용하

여 소고기의 부위별 대체관계를 추정하였다. 김원태(2017) 역시

LA-AIDS 모형을 이용하여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 국산 돼지고기와 수

입산 돼지고기의 수요분석을 실시하였다.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

문에 계절성을 고려하는 계절 더미변수와 FTA 효과를 고려하는 FTA

더미변수, 가축질병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FMD와 BSE 관련 언론보

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실제 소비자가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 국산 돼지고기와

한우가 각각 대체관계에 있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육류의 수요체계는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최근까지도 꾸준

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1988년에 가공육을 별개의 품목으로 구

분하여 육류의 수요체계를 분석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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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육과 분리시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로 분석대상 품목이 같더라도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의 차이

로 탄력성 수치는 물론, 재화의 성격과 대체관계가 연구마다 상이한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육종별 가공육과 신선

육으로 분리된 육류의 수요체계 분석을 시도한다. 이 때, 분석대상 품목

의 차이에 의해 재화의 성격과 대체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동

일한 자료와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 기존 연구에서 육류를 구분한 방식을

적용한 수요체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한 수요체계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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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및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육류

의 수요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육류 수요체계의 연

구 동향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육류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육종별

수급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가공육 시장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을 파악하

여 가공육 시장의 성장세와 중요성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인 준이상수요체계와 추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가격 및 지출탄력성을 구하기 위한 식을 도출한

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농식품 소비자패널 데이터에 대해서도 서술

한다.

4장에서는 육류를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류한 후 가축질병의 발생과

계절성,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각

추정치들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선육만을 대상으

로 한 수요체계 및 육종별로 집계한 육류 수요체계의 결과와 비교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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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육류 시장 현황

제 1 절 육류 수급 및 가격 현황

국민소득 향상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육류 소비량의 증가는 육류

시장의 크기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다. <그림 2-1>, <그림 2-2>, <그

림 2-3>은 각각 한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량, 국내 육류 생산량과 국내

육류 소비량을 나타낸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5년 기준 46.8kg으로

2005년 32.1kg에서 10년 만에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

도 같은 기간 117.0만 톤에서 168.2만 톤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17년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49.1kg으로 2016년 49.5kg에서 소

폭 감소하였지만, 전체 수요량은 2016년 253.0만 톤에서 253.6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2-1> 한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정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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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2-2> 국내 육류 생산량(당년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2-3> 국내 육류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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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일부 선호 부위에 소비가

편중되어 있어 가축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부위별 소비 불균형 문제는 심

화되고 있다. <표 2-1>, <표 2-2>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부위별 가격을

조사한 후 2017년 탕박 1등급과 한우 거세 1+등급의 평균 지육중량인

87.9kg과 444.7kg을 적용하여 환산한 1두 가격이다.

2017년 국내산 돼지의 부위별 중량은 소비자 선호 부위로 분류되는 삼

겹살과 목심이 각각 11.1kg과 5.5kg으로 전체 생산량의 18.8%를 차지하고,

비선호 부위로 분류되는 저지방 부위인 앞다리, 뒷다리, 안심, 등심 등이

나머지 81.2%를 차지했다. 반면, 부위별 환산 가격은 지육중량 87.9kg 기

준 두당 환산 가격인 549,456원 중 삼겹살과 목심이 각각 187,616원과

83,484원으로 전체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삼겹살과 목살의 단가

는 각각 16,953원과 15,294원을 차지해 단가가 4,297원인 뒷다리와 비교했

을 때 가격이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부위명 중량 비율 단가 금액

부분육
(정육)

안심 1.2 1.36 6,056 7,240

등심 7.3 8.29 5,780 42,117

목심 5.5 6.21 15,294 83,484

삼겹살 11.1 12.59 16,953 187,616

갈비 3.7 4.25 7,802 29,148

앞다리 11.2 12.71 7,981 89,168

뒷다리 17.5 19.95 4,297 75,359

특수부위 0.4 0.46 17,003 6,875

(소 계) 57.9 65.82 521,007

뼈 등뼈, 잡뼈 9.6 10.87 1,350 12,957

지방 지방 20.4 23.31 709 14,492

합계 87.9 100 548,456

<표 2-1> 2017년 돼지 1두 부위별 환산가격

(단위: 원/kg)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7 축산물 유통실태(국립축산과학원 도체수율표 참고)
주1: 돼지 1등급 평균 지육중량 87.9kg을 적용함.
주2: 부위별 단가는 전국 17개 시·도 식육포장처리업체 조사 결과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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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역시 선호 부위로 분류되는 구이용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이

각각 7.2kg, 43.3kg, 9.1kg으로 전체 생산량의 13.4%를 차지하지만, 가격은

전체 가격의 34.7%를 차지해 불균형을 보였다.

구분 부위명 중량 비율 단가 금액

부분육
(정육)

안심 7.2 1.61 66,637 477,097

등심 43.3 9.74 59,055 2,557,888

채끝 9.1 2.05 60,384 550,480

목심 13.4 3.02 25,422 341,422

앞다리 30.4 6.83 28,591 868,403

우둔 24.2 5.44 28,521 689,971

설도 39.1 8.79 27,797 1,086,553

양지 37.8 8.51 35,226 1,333,093

사태 17.3 3.90 24,750 429,251

갈비 67.1 15.09 17,768 1,192,311

특수부위 4.4 1.00 71,804 319,313

(소 계) 293.4 65.98 6,728 9,845,782

뼈

사골 17.4 3.91 7,828 116,979

우족 11.6 2.60 8,083 90,504

꼬리반골 11.0 2.47 10,068 88,782

도가니 17.7 3.99 3,984 178,640

잡뼈 2.4 0.53 9,390
(소 계) 60.0 13.50 484,295

지방 지방 91.3 20.52

합계 444.7 100 10,330,078

<표 2-2> 2017년 한우 거세 1두 부위별 환산가격

(단위: 원/kg)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7 축산물 유통실태(국립축산과학원 도체수율표 참고)
주1: 한우 거세 1+등급 평균 지육중량 444.7kg을 적용함.
주2: 부위별 단가는 전국 17개 시·도 식육포장처리업체 조사 결과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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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공육 시장 현황

식육가공품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육류의 부위별 가격 불균형과 저지방

부위의 재고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돼지의 안심과 등심, 앞다리와 뒷

다리는 돈가스나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

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취업여성의 증가, 캠핑문화 확산 등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식육가공품의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는 연도별 식육가공품 소매점의 매출액을 나타내는데, 2017년 식육가

공품의 소매시장 규모는 1조 5,107억 원으로 2012년 1조 2,304억 원 대비

22.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닐슨 코리아 제공)

<그림 2-4> 연도별 식육가공품 소매점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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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2-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육가공품의 국내 생산량과 판

매량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식육가공품은 수출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식육가공품 시장의

상승세는 국내 육가공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사)한국육가공협회, 식육가공품 생산 및 판매 현황(14개 회원사 기준)

<그림 2-5> 국내 식육가공품 생산 및 판매량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혼술, 혼밥, 캠핑 문화 등의 확산 추세를 고려

했을 때, 식육가공품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추세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육가공품 수요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적은 가공육과 신선

육 수요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육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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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방법 및 자료

제 1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육류를 9가지 품목으로 분류한 후, 소비자효용이론의

제약을 만족하는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

를 이용하여 각 품목 간 대체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축질병의 발생, 명절 및 삼복의 영향을 통제하여

순수한 가격 효과를 계측하고, 9가지 품목에 대한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육종으로 집계된 수요체계 및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 간에 어

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 가

지 수요체계를 모두 추정한 후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1. 수요함수 추정2)

수요체계를 실증분석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단일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완결수요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일방정식을 이용한 분

석 방법은 각 품목별로 수요함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설명변수

와 함수형태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단일방정식을 통한 분석은 경제학의 소비자 효용이론에 바탕을 둔 것

이 아니므로 관련 재화의 대체효과나 보완효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가

격과 소득 외에 여러 설명변수를 사용하다보면 자유도 부족과 다중공선

2) 이하의 내용은 Deaton and Muellbauer(1980a, b)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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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완결수요체계

는 이론적 체계 하에서 관련된 재화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립방정식 형태

로 모형을 설정한다. 따라서 완결수요체계는 수요함수가 요구하는 이론

적인 제약을 부과할 수 있고, 분석 대상 품목 간 대체관계와 지출배분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최순, 2017).

소비자 효용 이론에 입각한 완결수요체계에는 준이상수요체계, 초월대

수 간접효용함수(Translog Indirect Utiliy Funtion), 선형지출체계(Linear

Expenditure System, LES) 등이 있다. 이 중 Deaton and Muellbauer

(1980a)가 제안한 AIDS 모형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고 강한 제약을 부

과해야하는 LES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특정 가격지수를 이

용하면 선형이 되기 때문에 비선형인 초월대수 간접효용함수보다 추정이

용이하여 특히 식품의 수요 분석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AIDS 모형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특정 효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로 정의되는 PIGLOG (price-independent generalized

logarithmic) 지출함수로부터 도출되었다. 즉, AIDS 모형은 임의의 선호

체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어 평행

선형 Engel 곡선을 가정하지 않아도 완전 집계(exact aggregation)가 가

능하며, 시장 수요를 대표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

어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다.

특정 효용 수준 와 가격 벡터 로 표현되는 PIGLOG 지출함수

 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ln ln (1)

여기서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최저생활수준

(subsistence), 1은 극대만족(bliss)을 나타내므로 양(+)의 선형 동차 함수

와 는 각각 최저생활수준과 극대만족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Deaton and Muellbauer(1980a)는 최종 결과물인 지출함수가 유

연한 함수 형태(flexible functional form)가 되도록 ln와 l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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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충분한 개수의 파라미터 , , 
를 가지는 특정 함수 형

태로 정의해 주었다.

ln   


 ln  








 ln ln (2)

ln  ln




 (3)

따라서 최종적인 지출함수의 형태는 식 (4)와 같다.

ln    


 ln 








 ln ln 





 (4)

이 때, 지출함수는 재화의 가격 에 대해 1차 동차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5)

가격에 대한 지출함수의 도함수가 수요량이라는 Shephard의 보조정리

를 이용하여 식 (4)를 ln로 편미분하면 와 의 함수로 정의되는 지출

비중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ln

 ln



×





  (6)

   


ln 




 (7)

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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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총 지출 는  와 같고, 따라서 식 (4)

를 에 대해 정리하면, 와 로 표현되는 간접효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식 (8)을 적용하여 식 (4)를 




에 대해 정리한 후,

식 (7)에 대입하면 와 의 함수로 정의되는 지출비중 함수 형태인 최

종적인 AIDS 모형이 도출된다.






  ln  


 ln  







 ln ln (9)

  
  



ln ln 


 (10)

단, ln   


ln  







lnln (11)

한편, 식 (5)와 식 (8)로 인하여 AIDS 모형의 파라미터들은 식 (11),

(12), (13)과 같은 제약을 갖게 된다. 이들 제약이 충족될 때, 식 (10)은

자동적으로 합이 총 지출이 되며(


  ), 가격과 총 지출에 대해 동

시에 0차 동차이고, Slutsky 대칭성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이루

어진 하나의 수요체계가 된다.

(가합성) 
  



  , 
  



 
  



   (12)

(동차성) 
  



   (13)

(대칭성)    (14)

이 때, 초월대수 가격지수 식 (11)에 Stone의 가격지수인 


ln를

대입하면 AIDS 모형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형근사 준

이상수요체계(LA-AIDS) 모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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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A-AIDS 모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

을 가지고 있다(Henningsen, 2017). 먼저 초월대수 가격지수를 선형근사

시키면 필연적으로 근사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OLS와 SUR

추정량은 불편, 불일치 추정량이 된다. 일반적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적절한 도구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Buse and Chan, 2000). 또한 LA-AIDS 모형은 AIDS 모형과 마

찬가지로 파라미터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동차성과 가합성 조건을 자동적

으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대칭성 조건은 모든 가격이 동일할 때에만 성

립한다(Hanh, 1994).

LA-AIDS로 추정한 추정량이 불편, 불일치 추정량임에 반해 비선형

AIDS 모형은 완전정보최우추정법(FIML)이나 비선형 SUR을 이용하여

추정하면 점근적으로 효율적인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며, 선형 추

정을 반복하는 방법(iterations of linear estimations)으로도 얻을 수 있

다(Browning and Meghir, 1991; Blundell and Robin, 1999). 선형 추정

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월대수 가격지수를 고정시킨 후 선형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지출비중방정식을 구한다. 이 때, 새롭게 추정된 계수들

을 이용하여 계수들이 수렴할 때까지 초월대수 가격지수를 업데이트한

다. Blundell and Robin (1999)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치들이 수렴하

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추정량을 ILLE (Iterated Linear Least

Squares Estimator)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류의 수요함수를 비선형 AIDS 모형으로 설정

하고, ILLE로 계수 및 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 때 최초의 초월대

수 가격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계수 값은 LA-AIDS 모형에 라스파이레

스 지수(Laspeyres Index)를 대입하여 산출하고자 한다.3)

한편, 같은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수

요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분석 방법의 정밀성 때문으

로 수요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 변수를 고려한 수요체계의

동태화나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추가하는 등의 다양

3) ILLE 추정 결과는 최초의 계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 가격지수에 의존하지 않으
므로 어떠한 가격지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Hennings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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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진면, 1998; 진현정·오현석다라, 2016).

AIDS 모형에서 수요모형의 이론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과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수항에

포함시켜야 한다(황성혁·이정희,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기 더미변수와 인구특성 변수(나이, 가구원수,

가구소득, 자녀유무, 취업여부)를 상수항에 포함시켜 명절 등으로 인한

계절성과 소비자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축질병(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기간 변수를 추가하여 육류의 순수한 가

격효과를 계측하고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비선형 AIDS 모형과 제약식의 최

종 형태는 다음과 같다.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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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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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성) 
  



   (20)

(대칭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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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가 기에 구매한 품목의 지출비중

 = 가구가 기에 구매한 품목의 실질가격(원/kg)

 = 전체 분석 대상 품목에 대한 가구의 기 총 실질지출액

ln = 가구의 기 초월대수 가격지수

ln
 = 단순화된 가구의 기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 1분기 더미

 = 2분기 더미

 = 3분기 더미

 = 의 연령

 = 가구의 가구원수

 = 가구의 가구소득

 = 의 자녀유무

 = 의 취업여부

 = 기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일수

 = 기의 구제역(FMD) 발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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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성 추정

육류 상품 간 대체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상수요 자체가

격탄력성(
)과 교차가격탄력성(

), 그리고 지출탄력성()은 다음과 같

이 도출된다.


 

 
 



ln

(22)


 

 
 



ln

 ≠ (23)

  


(24)

그러나 통상수요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실질지출의 변화가 포

함되어 있어 가격에 대한 진정한 반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정이 필요

하다. 가격변화에 의한 지출변화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 자체가격탄력성

(
 )과 교차가격탄력성(

 )은 다음과 같다.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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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패널 데이터

로, 627가구4)의 농식품 구매 데이터와 인구특성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공

하여 사용하였다. 농식품 구매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정육점 등의 소매업체에서 농식품을 구매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수집

하여 정리한 것으로, 날짜, 상품명, 상품 분류, 구매량, 중량, 지출액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1년 단위로 조사되는데, 연

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출생년도 및 성별과 더불어, 거주지역, 가

구원수, 가구소득분위, 패널의 직업, 패널의 소득분위, 자녀유무, 부모부

양여부, 외식 횟수 등이 조사된다.

627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에는

40대가 251명으로 40%를 차지했으며, 30대(34.6%), 50대(23.1%), 60대

(2.2%) 순이었다. 2017년에는 이들의 연령이 증가하여 40대(41.3%), 50대

(36.7%), 60대(14.4%), 30대(7.7%) 순으로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은 여자

가 616명으로 98.2%, 남자가 11명으로 1.8%를 차지했는데, 가정에서 농

식품은 주로 여자들에 의해 구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본이 추출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은 2010년엔 모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였으나

2017년엔 서울에 거주하는 표본의 수가 줄고 강원, 경기, 경북, 대전, 부

산,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 거주하는 표본의 수가 증가하였

다. 농식품 소비자패널 조사는 본래 취지가 수도권 소비자의 농식품 구

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패널의 유지를 위해 2010년 기

준 수도권 거주 가구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4)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수도권 653가구의 농식품 구매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데, 이 중 1년에 10~11회 가계부를 제출한 가구의 제출하지 않은 1~2회 가계부
자료를 전연도 구매데이터로 이월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월대체 이
후에도 월 농식품 구매액이 0원인 불성실 패널이 존재하여 이들 26가구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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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010년 2017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연령대

30대 217 34.6 48 7.7
40대 251 40.0 259 41.3
50대 145 23.1 230 36.7
60대 14 2.2 90 14.4

성별
남자 11 1.8 11 1.8
여자 616 98.2 616 98.2

거주지역

강원 0 0.0 2 0.3
경기 309 49.3 312 49.8
경북 0 0.0 1 0.2
대전 0 0.0 2 0.3
부산 0 0.0 1 0.2
서울 252 40.2 229 36.6
세종 0 0.0 4 0.6
인천 66 10.5 66 10.5
전남 0 0.0 1 0.2
전북 0 0.0 2 0.3
제주 0 0.0 2 0.3
충남 0 0.0 2 0.3
충북 0 0.0 3 0.5

가구원수

1명 30 4.8 23 3.7
2명 51 8.1 109 17.4
3명 143 22.8 178 28.4
4명 308 49.1 244 38.9
5명 66 10.5 54 8.6
6명 21 3.3 15 2.4
7명 4 0.6 2 0.3
8명 3 0.5 1 0.2
9명 1 0.2 1 0.2

가구소득

1분위 293 46.7 89 14.2
2분위 175 27.9 118 18.8
3분위 101 16.1 116 18.5
4분위 39 6.2 176 28.1
5분위 19 3.0 128 20.4

직업

전문직 36 5.7 96 15.3
사무/관리직 40 6.4 70 11.2
서비스/판매직 88 14.0 118 18.8
기능/기술직 6 1.0 16 2.6
단순노무직 12 1.9 49 7.8
농림어업직 0 0.0 3 0.5
전업주부 331 52.8 245 39.1
무직 0 0.0 3 0.5
기타 114 18.2 27 4.3

<표 3-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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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의 경우 2010년(49.1%), 2017년(38.9%) 모두 4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2010년에 비해 2017년의 2~3인 가구는 증가하고 1인 가구와 4

인 이상 가구는 감소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가구가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2010년과 달리 2017년

에는 4분위가 2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1~2분위

에 속한 가구가 감소하고 3~5분위에 속한 가구가 증가하여 평균 가구소

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패널의 직업의 경우 2010년(52.8%)과 2017년(39.1%) 모두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업주부의 수가 2010년에 비

해 86명 감소하여 취업여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소득이

증가한 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품목으로 국내산소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신

선육, 소고기가공식품, 돼지고기신선육, 돼지고기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닭고기가공식품, 기타신선육,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총 9가지 품목을 지정

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기본적으로 농식품 소비자패널의 품목 중분류

기준을 따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기준, 포

장육이 신선육에 해당하며 식육가공품과 육류가 포함된 즉석식품류 등이

가공육에 해당한다.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

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식육가공

품은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 훈연 또는 가

열처리한 것을 말하며,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등이 식육가공품에 속한다. 즉석식

품류는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

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른 품종과 달리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시장에서 다른 품목으

로 취급되는 불완전대체관계에 가깝다고 판단한 선행연구(김혜영·김태

균, 2003; 이홍림, 2015)에 따라 국내산으로 표기되지 않은 소고기 신선

육을 국내산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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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예시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국내산 안심, 등심, 갈비, 채끝, 목심, 사태, 설도, 양지, 우둔,
앞다리, 특수부위, 모둠, 막창, 곱창, 우설, 국거리용, 곰탕용,
장조림용, 스테이크용 등

기타소고기
신선육

수입산 소고기와 원산지 미표기 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소고기양념육, 설렁탕, 갈비탕, 곰탕, 육포, 규카츠 등

돼지고기
신선육

삼겹살, 목심, 등심, 안심, 앞다리, 뒷다리, 갈비, 사태, 특수부
위, 등뼈, 막창, 곱창, 모듬, 찌개용, 오돌뼈, 껍데기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핫바, 돈가스, 수육, 편육, 족발, 보쌈, 돼지
고기양념육, 순대국, 감자탕, 순대, 탕수육 등

닭고기
신선육

일반닭, 가슴살, 다리, 날개, 안심, 근위, 닭발, 닭오돌뼈 등

닭고기
가공식품

치킨, 닭강정, 당꼬기양념육, 삼계탕, 닭가슴살, 맥너겟 등

기타
신선육

오리고기, 오리백숙, 오리주물럭, 개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양고기,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타육류
가공식품

훈제오리, 떡갈비, 녹용, 미트볼, 함박스테이크 등

<표 3-2> 분석대상 품목 분류

계절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기간의 단위는 분기로 설정하였

다. 계절이 아닌 분기로 설정한 이유는 우선 품목별 실질가격을 도출하

기 위해 사용한 물가지수 자료가 분기별 자료이므로 계산상의 이점이 있

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추석이 9월이었고, 2017년은

10월 1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석으로 인한 육류 수요의 증

가는 3분기 지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설날은 신정

과 구정 모두 1분기에, 삼복은 모두 3분기에 있어 분기별로 집계하는 것

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0

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총 32분기이며, 627가구의 일별 구매내

역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가구 당 품목별 지출액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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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가격은 각 품목의 지출액을 구매량 및 단위중량(kg)으로 나누

어주어 단위가격(원/kg)을 도출한 후,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로 디플레이트시킨 실질가격을 사용하였다. 해당 육류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 지출비중이 0이거나 구매는 했지만 구매중량 데이터가 없

는 패널의 경우 해당 기간 해당 육류 상품을 구매한 패널의 평균 실질가

격을 사용하였다.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된 모형에서 국내산소고기의 평균 실질가

격은 43,624원/kg으로 9가지 품목 중 가장 높았으며, 닭고기신선육이

8,730원/kg으로 가장 낮았다. 지출비중은 돼지고기신선육이 32.85%로 가

장 높았으며, 소고기가공식품이 3.23%로 가장 낮았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실질가격
(원/kg)

국내산소고기신선육 43,624 16,027

기타소고기신선육 29,100 11,920

소고기가공식품 37,463 19,463

돼지고기신선육 18,874 14,435

돼지고기가공식품 14,945 8,596

닭고기신선육 8,730 3,100

닭고기가공식품 14,833 6,960

기타신선육 21,514 10,334

기타육류가공식품 21,513 15,601

평균
지출비중

국내산소고기신선육 0.1466 0.1875

기타소고기신선육 0.1138 0.1564

소고기가공식품 0.0323 0.0765

돼지고기신선육 0.3285 0.2124

돼지고기가공식품 0.1292 0.1452

닭고기신선육 0.0880 0.1125

닭고기가공식품 0.0534 0.0968

기타신선육 0.0559 0.1060

기타육류가공식품 0.0467 0.0893

<표 3-3> 육류의 평균 가격 및 지출비중 기초통계(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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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도 평균 실질가격이 가장 높은 품목

은 소고기신선육(37,268원/kg)이었으며, 가장 낮은 품목도 닭고기신선육

(8,730원/kg)으로 동일했다. 지출비중의 경우,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돼지고기신선육(44.42%), 가장 낮은 품목은 기타신선육(7.35%)이었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실질가격
(원/kg)

소고기신선육 37,268 17,463
돼지고기신선육 18,874 14,435
닭고기신선육 8,730 3,100
기타신선육 21,514 10,334

평균
지출비중

소고기신선육 0.3361 0.2694
돼지고기신선육 0.4442 0.2685
닭고기신선육 0.1236 0.1604
기타신선육 0.0735 0.1365

<표 3-4> 육류의 평균 가격 및 지출비중 기초통계(신선육)

육종으로 육류를 집계한 모형에서도 평균 실질가격이 가장 높은 품목

과 가장 낮은 품목은 소고기(37,294원/kg)와 닭고기(10,704원/kg)였다. 지

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과 가장 낮은 품목은 돼지고기(45.77%)와 기타

육류(10.27%)였다. 육종으로 집계한 모형의 데이터는 신선육만을 대상으

로 한 모형의 데이터와 품목별 순위가 동일하지만 수치상의 차이가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실질가격
(원/kg)

소고기 37,294 20,195
돼지고기 17,016 11,244
닭고기 10,704 6,438
기타육류 21,847 15,111

평균
지출비중

소고기 0.2927 0.2286
돼지고기 0.4577 0.2271
닭고기 0.1414 0.1426
기타육류 0.1027 0.1354

<표 3-5> 육류의 평균 가격 및 지출비중 기초통계(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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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축질병 발생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추진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질병별 발생일수를 분기별로

집계하여 사용하였다. 가축질병 발생여부가 아닌 발생일수를 이용하여

가축질병의 발생정도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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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5)

제 1 절 세분화된 육류의 수요체계 분석 결과

1. 수요함수 추정 결과

육류를 9가지로 세분화하여 AIDS 모형을 설정하고 ILLE를 적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분석 결과, 추정치 총 189

개 중 90%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한 추정치는 140개(74.1%)로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 49개 중 30개가 가공육의 지출비중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방정식의 파라미터인 것으로 나타나 가공육과 관련된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선육에 비해 가공육

의 구매량이 현저하게 적어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가공육의 특성상 상

품별로 단위(kg) 당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인구특성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연령 변수의 계수는 신선

육의 경우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가공육의 경우에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신선육의 지출비중

이 높은 반면, 가공육의 지출비중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

록 기타소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며, 국내산소고기신

선육, 돼지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닭고기신선육 순으로 지출비중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햄, 소시지, 베이컨, 돈가

스, 족발, 보쌈 등을 포함한 돼지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닭고기가공식품, 소고기가공식품, 기타육류가공식품 순으로 지

5) 본 연구에서는 R Studio x64 3.4.1의 “micEconAids”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탄력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델타법(delta method)를 이용하여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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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가구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돼지고기

신선육 및 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의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산을 포함한 소고기신선육 및 가공식품과 기타육류가공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

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방정식에서 가구원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고기신선육 및 가공식품, 닭고기가공식

품과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증가하고 돼지고기신선육, 닭고기

신선육과 기타신선육의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수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돼지고기가공식품 지출비중을 종속변수로 가

지는 방정식에서는 가구소득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가구원수의 계수와 가구소득의 계수를 통해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고기신선육 및 가공식품,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높고, 낮은 가구일수록 돼지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과 기타신선육의 지

출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비

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품목은 돼지고기신선육이었으며, 가장 많이 감

소하는 품목은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이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며, 돼지고기신

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역시 가구원수와 반대되는 결과

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돼지고기신선육과 닭고기신선육, 닭고기가공식품

과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높았으며, 국

내산을 포함한 소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고

기신선육과 돼지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의 경우 가구원수와 자녀유무

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기타육류가공식품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는

데, 이는 3~60대 성인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가구가 직계비속이 포함된

가구보다 훈제오리, 떡갈비, 미트볼, 함박스테이크 등의 기타육류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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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즉 즉석식품류의 지출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패널이 취업을 한 경우, 돼지고기신선육 및 가공식품과 기

타신선육의 지출비중은 증가하고 국내산을 포함한 소고기신선육 및 가공

식품, 닭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98.2%가 여성이고, 1인 가구가 5% 미만임을 고려할 때, 패널의 취업여

부는 맞벌이 가구여부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여부는 가구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가

구소득과 패널의 취업여부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는 닭고기신선육을 제

외하고는 부호가 모두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라고 해서

소득이 외벌이 가구의 소득보다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육류 소비에

있어 가구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패널의 소득보다 가구주의 소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기별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경우 신정과

구정이 있는 1분기에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

가공식품은 추석이 있는 3분기에, 기타소고기신선육은 1,3분기에, 닭고기

신선육, 기타신선육, 기타육류가공식품은 2분기와 삼복이 있는 3분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품

목은 기타소고기신선육이었으며, 2분기에는 닭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는 삼복의 영향으로 닭고

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

기가공식품과 기타소고기신선육이 뒤를 이었다.

분기
국내산
소고기
신선육

기타
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1분기
(신정, 구정)

O O X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X
유의하지
않음

X

2분기 X X X
유의하지
않음 O

유의하지
않음 O O

3분기
(삼복, 추석)

X O X O O
유의하지
않음 O O

<표 4-1> 분기별 육류의 지출비중 증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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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설과 추석에 고급한우선물세트의 수요가 많았지만, 2016년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는 3만원,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소고기신선육과 햄세트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과 추석이지만, 상대적으로 설날을 추석

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에 설에는 국내산소고기신선육

의 대체재로 기타소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추석에는 돼지고

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질병 발생일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 발생기간이 길수록 기타소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기

타육류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소고기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가공식품, 닭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킨과 닭가슴살 같은 닭고기가공식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신선육,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타육류에는 오리, 메

추리 등의 가금류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2003년에 HP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

다가 20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2003년

HPAI 발생으로 인해 2004년 치킨집 매출은 40% 하락했으며, 2006년 11

월에 발생한 HPAI로 인해서도 매출이 20~30% 하락하였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으로 평가되는 2014년과 2016에는 매출이 오히려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부터 발생한 HPAI로 2~4월 업

계의 매출은 40% 하락했지만, 2014년 전체 매출은 교촌치킨이 30%, 굽

네치킨이 11%, BBQ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에 발생

한 HPAI에도 12월의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은 굽네가 전년 대비 64%,

BBQ와 교촌도 각각 20%, 10%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경제, 2016. 12. 2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치킨을 먹는다고 HPAI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들

은 그동안 겪었던 HPAI로 HPAI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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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소 느끼고 있으며, HPAI에 걸린 닭이 유통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

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2010년부터임을 감안했을 때,

HPAI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여 닭고기가공식품은 더 이상

HPAI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구제역의 발생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산소고기신선육과 돼지고

기신선육, 돼지고기가공식품 및 닭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감소하고

기타소고기신선육과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과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지

출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제역의 발생정도가 심각할수록 국내

산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가 수입산소고기와 닭고기신선육 및 기타신

선육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체가격 변화에 따른 지출비중의 변화는 돼지고기신선육을 제외하고

는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신선육이 양(+)의 값으로 나

타난 이유는 종속변수가 구매량이 아닌 지출비중이기 때문으로 육류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전체 지출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돼지고기

신선육은 육류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되

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닭고기가공식품의 자체가격 변화에 따른 지출비중의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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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지출비중)

설명변수

국내산
소고기
신선육

기타
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상수항 0.0548***
(5.0187)

-0.0238***
(-2.6351)

0.0841***
(18.8539)

0.2075***
(17.4516)

0.3781***
(47.9198)

0.0789***
(11.3136)

0.1503***
(25.2074)

-0.0116*
(-1.8152)

0.0817***
(13.7253)

연령 0.0017***
(10.5695)

0.0021***
(15.1585)

-0.0007***
(-10.1111)

0.0014***
(7.2722)

-0.0042***
(-34.4172)

0.0006***
(6.4597)

-0.0016***
(-18.3539)

0.0012***
(12.4978)

-0.0006***
(-7.1086)

가구원수 -0.0174***
(-12.5260)

-0.0047***
(-4.0347)

-0.0022***
(-3.8159)

0.0124***
(7.7324)

0.0076***
(7.4339)

0.0036***
(4.2300)

-0.0005
(-0.6264)

0.0026***
(3.1768)

-0.0014**
(-2.0968)

가구소득 0.0049***
(10.1039)

0.0020***
(4.8799)

0.0013***
(6.1868)

-0.0060***
(-10.6584)

0.0000
(0.0445)

-0.0028***
(-9.6022)

0.0015***
(5.9211)

-0.0015***
(-5.2257)

0.0006**
(2.5222)

자녀유무 -0.0200***
(-5.6128)

-0.0128***
(-4.2619)

0.0003
(0.1711)

0.0108***
(2.6207)

0.0035
(1.3275)

0.0059***
(2.7309)

0.0072***
(3.8487)

-0.0025
(-1.1874)

0.0076***
(4.2945)

취업여부 -0.0187***
(-7.1264)

-0.0042*
(-1.9062)

-0.0026**
(-2.3569)

0.0190***
(6.2747)

0.0036*
(1.8367)

-0.0047***
(-2.9609)

0.0000
(0.0333)

0.0060***
(3.9454)

0.0015
(1.1437)

분
기
더
미

1분기 0.0077*
(1.9432)

0.0230***
(6.9026)

-0.0015
(-0.9014)

-0.0194***
(-4.2412)

0.0022
(0.7360)

0.0007
(0.2766)

-0.0080***
(-3.8737)

-0.0010
(-0.4519)

-0.0035*
(-1.7925)

2분기 -0.0179***
(-4.9252)

-0.0060*
(-1.9585)

-0.0002
(-0.1378)

-0.0097**
(-2.3086)

0.0011
(0.3908)

0.0211***
(9.5823)

-0.0005
(-0.2853)

0.0079***
(3.7300)

0.0043**
(2.3747)

3분기 -0.0202***
(-5.3904)

0.0094***
(2.9884)

0.0008
(0.4881)

-0.0397***
(-9.1569)

0.0119***
(4.2880)

0.0278***
(12.2509)

0.0013
(0.6511)

0.0049**
(2.2437)

0.0038**
(2.0457)

HPAI
발생기간

0.0000
(1.0128)

-0.0002***
(-4.6532)

0.0001***
(3.5823)

0.0001**
(2.4186)

0.0002***
(5.5421)

-0.0001***
(-5.0001)

0.0002***
(8.6551)

-0.0002***
(-5.8972)

-0.0002***
(-7.2390)

FMD
발생기간

-0.0002***
(-3.4551)

0.0002***
(2.7624)

0.0000
(-0.1968)

-0.0002**
(-2.5229)

-0.0001*
(-1.8326)

0.0003***
(6.1337)

-0.0001**
(-2.4703)

0.0001***
(2.8455)

0.0001***
(2.8306)

<표 4-2> 육류의 AIDS 모형 추정 결과(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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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의 수치는 t값임.
주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실
질
가
격
(원/
kg)

국내산
소고기
신선육

-0.0187***
(-4.9465)

-0.0052**
(-2.0206)

0.0011
(0.6511)

0.0063**
(2.3892)

0.0184***
(8.2782)

0.0007
(0.3171)

0.0031
(1.3821)

-0.0041*
(-1.8241)

-0.0017
(-0.4926)

기타
소고기
신선육

-0.0052**
(-2.0206)

-0.0248***
(-7.4912)

0.0041***
(2.7887)

-0.0020
(-0.8076)

0.0108***
(5.3988)

0.0073***
(3.4438)

0.0036*
(1.7572)

0.0011
(0.5248)

0.0051*
(1.7457)

소고기
가공식품

0.0011
(0.6511)

0.0041***
(2.7887)

-0.0190***
(-20.7524)

0.0058***
(3.3040)

0.0015
(1.2843)

0.0040***
(3.6017)

-0.0034***
(-3.4682)

0.0049***
(4.5581)

0.0011
(0.9234)

돼지고기
신선육

0.0063**
(2.3892)

-0.0020
(-0.8076)

0.0058***
(3.3040)

0.0072**
(1.9850)

-0.0066***
(-2.9891)

-0.0118***
(-5.4378)

-0.0013
(-0.6069)

-0.0006
(-0.2972)

0.0029
(0.7797)

돼지고기
가공식품

0.0184***
(8.2782)

0.0108***
(5.3988)

0.0015
(1.2843)

-0.0066***
(-2.9891)

-0.0109***
(-4.5747)

-0.0066***
(-3.8847)

-0.0040**
(-2.5034)

-0.0018
(-1.0768)

-0.0009
(-0.3696)

닭고기
신선육

0.0007
(0.3171)

0.0073***
(3.4438)

0.0040***
(3.6017)

-0.0118***
(-5.4378)

-0.0066***
(-3.8847)

-0.0096***
(-3.6528)

0.0032*
(1.7853)

0.0051***
(2.8621)

0.0077***
(3.5778)

닭고기
가공식품

0.0031
(1.3821)

0.0036*
(1.7572)

-0.0034***
(-3.4682)

-0.0013
(-0.6069)

-0.0040**
(-2.5034)

0.0032*
(1.7853)

-0.0029
(-1.2252)

0.0007
(0.3917)

0.0011
(0.5771)

기타
신선육

-0.0041*
(-1.8241)

0.0011
(0.5248)

0.0049***
(4.5581)

-0.0006
(-0.2972)

-0.0018
(-1.0768)

0.0051***
(2.8621)

0.0007
(0.3917)

-0.0087***
(-3.5884)

0.0035*
(1.7028)

기타육류
가공식품

-0.0017
(-0.4926)

0.0051*
(1.7457)

0.0011
(0.9234)

0.0029
(0.7797)

-0.0009
(-0.3696)

0.0077***
(3.5778)

0.0011
(0.5771)

0.0035*
(1.7028)

-0.0187***
(-10.0819)

총실질지출액
(원)

0.0424***
(26.4859)

0.0297***
(21.9795)

-0.0029***
(-4.2523)

0.0099***
(5.3433)

-0.0474***
(-39.7424)

-0.0200***
(-20.5550)

-0.0151***
(-17.9134)

0.0051***
(5.4236)

-0.0016*
(-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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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성 추정 결과

육류 수요함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를 이용하여 평균에서 추정된 보상수

요 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은 <표 4-3>과 같다.

지출탄력성은 모두 양(+)의 값을 가져 9가지 품목 모두 정상재임을 알

수 있으며, 닭고기신선육을 제외한 모든 신선육(국내산소고기신선육, 기

타소고기신선육, 돼지고기신선육과 기타신선육)은 지출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치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육류에 대한 수요의 자체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나 수요이론에 부합하였다. 자체가격탄력성은 소고기가공식품, 기

타육류가공식품, 기타신선육, 기타소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 닭고기가

공식품, 국내산소고기신선육, 돼지고기가공식품, 돼지고기신선육 순으로

탄력적이었다. 따라서 소고기가공식품의 수요가 자체 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돼지고기신선육의 수요가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육류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닭고기가공식품과 소고기가공

식품을 제외한 모든 육류 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고기가공식품의 가격이 10% 하락하면 닭고기가공식품의 수요가 2.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고기가공식품과 닭고기가공식품은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가공식품의 대표 품목인 치킨과 소고기가

공식품의 대표 품목인 육포는 술안주로도 많이 소비되는데, 육포의 가격

이 하락하면 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술의 수요가 증가하면 치킨의 수요

도 증가하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와 닭고기가공

식품의 보완관계는 주류와 함께 가장 많이 배달한 음식으로 치킨이 1위

(55%)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경제, 2018. 3. 21.).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수요는 돼지고기신선육의 가격 변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신선육의 가격이 10% 증가할 때 국내산소고기신선육

의 수요는 3.8% 증가하였다. 반면,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가격변화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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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돼지고기가공식품이었다. 국내산소고기

신선육의 가격이 10% 증가할 때 돼지고기신선육의 수요는 2.5% 증가하

여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가격 변화에 자체 반응을 제외하고 2번째로 탄

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소고기신선육과 돼지고

기신선육보다 족발, 보쌈과 같은 돼지고기가공식품의 대체효과가 더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수요가 돼지고기

수요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족발과 같은 가공식품의 수요로 옮겨 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돼지고기신선육의 자체가격탄력성이

–0.65 정도로 비탄력적인 만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되는 양이 있

고, 따라서 다른 품목의 가격변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타소고기신선육과 소고기가공식품의 수요 역시 돼지고기신선육의 가

격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돼지고기신선육의 가격이 10% 증가

하면 기타소고기신선육, 소고기가공식품의 수요가 각각 3.2%, 5.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소고기신선육의 가격 변화에 가장 탄

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소고기가공식품이었으며, 소고기가공식품의

가격 변화에는 기타신선육의 수요가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기타소고기신선육의 가격변화에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수요가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였으며,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가격변화에도 기타소고

기신선육의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품목 중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

하였다. 이는 국내산소고기신선육과 국내산 미표기 신선육의 대체관계가

다른 품목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암시한다.

돼지고기신선육의 수요는 자체 가격 반응을 제외하고 국내산소고기신

선육의 가격 변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였고, 기타소고기신선육의

가격 변화에 그 다음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돼지고신선육의 수요

는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가격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5~8번째로 탄력적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을 제외한 다른 육류의

가격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육류의 가격

이 하락하여도 돼지고기신선육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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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한편, 돼지고기신선육의 가격 변화에 수요가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

는 품목은 소고기가공식품이었고,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수요와 기타소

고기신선육의 수요는 각각 3번째, 5번째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타육류가공식품과 기타신선육의 수요가 각각 2번째

와 4번째를 차지했다.

돼지고기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닭고기가공식품, 기타신선육, 기타육

류가공식품 모두 돼지고기신선육의 가격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즉,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품목의 수요는 돼지고기신선육의 가격변

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돼지고기가공식품의 가격변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국

내산소고기신선육으로 소시지, 햄 등의 가격이 증가하면 국내산소고기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신선육이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신선육의 가격변화에는 기타육류가공식품이 가장 탄력적, 돼지

고기신선육이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닭고기가공식품의 가격변

화에는 닭고기신선육이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였으며, 돼지고기가공식

품이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기타육류의 경우, 신선육의 가격변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

목은 소고기가공식품,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국내산소고

기신선육이었으며, 가공식품의 경우 닭고기신선육이 가장 탄력적, 국내산

소고기신선육이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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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가격

국내산
소고기
신선육

기타
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보
상
수
요
가
격
탄
력
성

국내산
소고기
신선육

-0.9498***
(-37.0455)

0.1290***
(3.9287)

0.1722
(1.4776)

0.1697***
(14.8861)

0.2516***
(8.3552)

0.1324***
(3.0658)

0.1757**
(2.4790)

0.0834
(1.2435)

0.1081
(1.3443)

기타
소고기
신선육

0.1002***
(4.4363)

-1.0832***
(-37.5264)

0.2333**
(2.2901)

0.1106***
(11.0730)

0.1714***
(6.5593)

0.1804***
(4.7962)

0.1602***
(2.5932)

0.1402**
(2.3888)

0.2200***
(3.1296)

소고기
가공식품

0.0383***
(5.4264)

0.0665***
(7.9006)

-1.5527***
(-55.1086)

0.0498***
(17.7524)

0.0463***
(5.9328)

0.0792***
(7.5219)

-0.0299*
(-1.7428)

0.1182***
(7.2456)

0.0560***
(2.8680)

돼지고기
신선육

0.3800***
(14.9742)

0.3191***
(9.8865)

0.5069***
(4.5050)

-0.6471***
(-58.4479)

0.2709***
(9.3681)

0.1916***
(4.6102)

0.3002***
(4.3982)

0.3211***
(4.9391)

0.3916***
(5.0303)

돼지고기
가공식품

0.2216***
(12.8690)

0.1945***
(9.0122)

0.1870**
(2.5452)

0.1064***
(14.3516)

-0.9117***
(-50.2883)

0.0814***
(3.0151)

0.0886**
(1.9988)

0.0880**
(2.0607)

0.1146**
(2.2456)

닭고기
신선육

0.0794***
(4.3564)

0.1395***
(6.0162)

0.2166***
(2.6859)

0.0513***
(6.4270)

0.0553***
(2.7076)

-1.0086***
(-33.9267)

0.1610***
(3.3054)

0.1751***
(3.7581)

0.2528***
(4.5406)

닭고기
가공식품

0.0640***
(3.9637)

0.0753***
(3.6706)

-0.0490
(-0.6831)

0.0488***
(6.8993)

0.0365**
(1.9914)

0.0978***
(3.6966)

-0.9890***
(-22.7725)

0.0621
(1.5012)

0.0779
(1.5715)

기타
신선육

0.0318*
(1.8941)

0.0689***
(3.2358)

0.2047***
(2.7524)

0.0547***
(7.4722)

0.0382**
(2.0137)

0.1114***
(4.0712)

0.0651
(1.4472)

-1.0966***
(-25.5361)

0.1298**
(2.5270)

기타육류
가공식품

0.0345**
(2.6366)

0.0904***
(7.0652)

0.0811
(1.4186)

0.0557***
(9.8815)

0.0414***
(2.8212)

0.1343***
(6.3809)

0.0681**
(1.9690)

0.1084***
(2.9919)

-1.3508***
(-34.2310)

지출탄력성 1.2873***
(118.6786)

1.2592***
(106.7897)

0.9121***
(44.1051)

1.0299***
(184.0087)

0.6354***
(69.2706)

0.7734***
(70.1546)

0.7181***
(45.6318)

1.0903***
(65.4619)

0.9669***
(55.8373)

<표 4-3> 육류의 지출 및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세분화)

주1: ( )의 수치는 t값임.
주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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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순위
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가공식품

(소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닭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소고기
신선육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기타소고기
신선육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표 4-4> 품목별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품목의 대체 순위

주1: (-)는 보완관계를 나타냄.
주2: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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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순위
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기타소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소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국내산소고
기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닭고기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기타육류
가공식품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기타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가공식품

소고기
가공식품

닭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국내산소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소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돼지고기
가공식품

(국내산소고
기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기타육류
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
신선육

기타신선육
돼지고기
가공식품

(국내산소고
기신선육)

(닭고기
가공식품)

소고기
가공식품

<표 4-5> 수요변화 품목별 가격변화 품목의 대체 순위

주1: (-)는 보완관계를 나타냄.
주2: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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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수요체계와 비교 분석 결과

1. 수요함수 비교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함수의 추정 결과는 <표 4-6>과 같다.

전체 64개의 파라미터 추정치 중 49개(76.6%)의 추정치가 90% 신뢰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고기신선육의 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16개 중 5개나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한 모형

에서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을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의 유의하지 않은 추

정치(21개 중 5개), 기타소고기신선육을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의 유의

하지 않은 추정치(21개 중 2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

성이 없는 추정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체가격 변화에 따른

지출비중의 변화 효과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4개 중 3개 품목(75%)이

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분화된 수요체계(11%)에 비해 유의

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신선육과 가

공육으로 세분화한 모형(74.1%)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추정치의 비

율이 높았다.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함수의 추정 결과는 <표 4-7>과 같다. 신선육만

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마찬가지로 소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을 종속

변수로 하는 방정식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16개 중 4개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가격과 관련된 추정치도 4개 중 2개(50%)나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64개의 파라미터 추정치 중 53

개(82.8%)의 추정치가 90% 신뢰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세 모형 중 유의한 추정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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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지출비중)

설명변수

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닭고기
신선육

기타
신선육

상수항 0.2240***
(14.8218)

0.5352***
(35.9478)

0.1968***
(20.4239)

0.0440***
(5.3142)

연령 0.0014***
(5.7153)

-0.0021***
(-8.9123)

0.0000
(-0.2817)

0.0008***
(6.5348)

가구원수 -0.0285***
(-14.5487)

0.0184***
(9.2083)

0.0061***
(5.1671)

0.0040***
(3.8289)

가구소득 0.0113***
(16.6205)

-0.0059***
(-8.5057)

-0.0038***
(-9.1745)

-0.0016***
(-4.3895)

자녀유무 -0.0258***
(-5.1183)

0.0206***
(4.0195)

0.0079***
(2.6014)

-0.0027
(-1.0091)

취업여부 -0.0291***
(-7.8645)

0.0286***
(7.6134)

-0.0069***
(-3.1007)

0.0074***
(3.6884)

분
기
더
미

1분기 0.0289***
(5.1657)

-0.0281***
(-4.9362)

0.0030
(0.8860)

-0.0038
(-1.2549)

2분기 -0.0302***
(-5.8737)

-0.0103*
(-1.9582)

0.0299***
(9.6066)

0.0106***
(3.8109)

3분기 -0.0086
(-1.6353)

-0.0405***
(-7.5292)

0.0410***
(12.8203)

0.0082***
(2.8597)

HPAI
발생기간

0.0000
(0.0289)

0.0004***
(5.7061)

-0.0002***
(-4.4978)

-0.0002***
(-5.7717)

FMD
발생기간

-0.0001
(-1.4716)

-0.0003***
(-3.2233)

0.0003***
(5.1115)

0.0002***
(3.0711)

실
질
가
격
(원/
kg)

소고기
신선육

-0.0052
(-1.1336)

0.0129***
(3.7868)

0.0016
(0.5598)

-0.0093**
(-2.4676)

돼지고기
신선육

0.0129***
(3.7868)

0.0033
(0.7178)

-0.0202***
(-6.9061)

0.0040
(1.0483)

닭고기
신선육

0.0016
(0.5598)

-0.0202***
(-6.9061)

0.0019
(0.5478)

0.0167***
(6.2173)

기타
신선육

-0.0093**
(-2.4676)

0.0040
(1.0483)

0.0167***
(6.2173)

-0.0114***
(-4.3004)

총실질지출액
(원)

0.0690***
(33.5462)

-0.0254***
(-12.0484)

-0.0454***
(-36.2298)

0.0018
(1.6120)

<표 4-6> 육류의 AIDS 모형 추정 결과(신선육)

주1: ( )의 수치는 t값임.
주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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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지출비중)

설명변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

상수항 0.0635***
(5.1389)

0.6237***
(50.0940)

0.2444***
(30.2346)

0.0684***
(8.9231)

연령 0.0031***
(16.1034)

-0.0028***
(-14.0628)

-0.0009***
(-7.4265)

0.0006***
(4.8793)

가구원수 -0.0245***
(-14.9879)

0.0205***
(12.2773)

0.0029***
(2.7437)

0.0011
(1.0611)

가구소득 0.0094***
(16.4749)

-0.0067***
(-11.4757)

-0.0017***
(-4.5616)

-0.0010***
(-2.7244)

자녀유무 -0.0305***
(-7.2401)

0.0137***
(3.1750)

0.0121***
(4.4384)

0.0047*
(1.7837)

취업여부 -0.0269***
(-8.6934)

0.0237***
(7.4895)

-0.0044**
(-2.2053)

0.0076***
(3.8992)

분
기
더
미

1분기 0.0291***
(6.2228)

-0.0175***
(-3.6605)

-0.0073**
(-2.4227)

-0.0043
(-1.4482)

2분기 -0.0268***
(-6.2168)

-0.0075*
(-1.7002)

0.0211***
(7.5629)

0.0132***
(4.8429)

3분기 -0.0134***
(-3.0146)

-0.0250***
(-5.5211)

0.0287***
(9.9813)

0.0097***
(3.4721)

HPAI
발생기간

0.0000
(-0.8927)

0.0003***
(5.6634)

0.0000
(1.3214)

-0.0003***
(-9.1308)

FMD
발생기간

-0.0001
(-1.3442)

-0.0003***
(-3.4475)

0.0002***
(3.0267)

0.0002***
(4.6207)

실
질
가
격
(원/
kg)

소고기 -0.0037
(-1.2288)

0.0068***
(2.8041)

0.0011
(0.5560)

-0.0042*
(-1.6681)

돼지고기 0.0068***
(2.8041)

0.0106***
(2.9194)

-0.0168***
(-7.3927)

-0.0007
(-0.2373)

닭고기 0.0011
(0.5560)

-0.0168***
(-7.3927)

0.0034
(1.4125)

0.0123***
(6.4732)

기타육류 -0.0042*
(-1.6681)

-0.0007
(-0.2373)

0.0123***
(6.4732)

-0.0074***
(-3.4240)

총실질지출액
(원)

0.0657***
(35.0575)

-0.0373***
(-19.3648)

-0.0328***
(-26.9747)

0.0045***
(3.7213)

<표 4-7> 육류의 AIDS 모형 추정 결과(집계)

주1: ( )의 수치는 t값임.
주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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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부터 <표 4-17>까지는 세 가지 모형의 인구특성변수, 분기

더미변수, 가축질병 발생기간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의 부호를 정리한

것이다.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나타낸다.

인구특성 변수, 분기 더미변수, 가축질병 발생기간 변수의 파라미터 추

정치를 살펴보면, 90%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를 제외하

고는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의

추정치의 부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미터 추정치들은 대

부분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한 수요체계의 신선육의 파라미터 추정

치와 부호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추정

치들은 대부분 가공육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방정식의 추정치였는데, 연

령과 가축질병의 효과에 관련된 추정치들은 가공육 추정치들 또한 대부

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신선육만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나 육종별로 집

계한 수요체계보다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기에 적절했다. 또한 분기별 지

출비중 변화와 관련하여 신선육 수요체계나 집계한 수요체계는 3분기에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소고기신

선육과 돼지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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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닭고기
신선육 (+) 유의하지 않음

(-)
가공식품 (-) -

기타육류
신선육 (+) (+)

(+)
가공식품 (-) -

<표 4-8> 수요체계별 연령 증가에 따른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닭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기타육류
신선육 (+) (+)

유의하지 않음
가공식품 (-) -

<표 4-9> 수요체계별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닭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기타육류
신선육 (-) (-)

(-)
가공식품 (+) -

<표 4-10> 수요체계별 가구소득 증가에 따른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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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닭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기타육류
신선육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
가공식품 (+) -

<표 4-11> 수요체계별 자녀가 있는 가구의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닭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기타육류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표 4-12> 수요체계별 취업한 패널의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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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닭고기
신선육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
가공식품 (-) -

기타육류
신선육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가공식품 (-) -

<표 4-13> 수요체계별 1분기의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닭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기타육류
신선육 (+) (+)

(+)
가공식품 (+) -

<표 4-14> 수요체계별 2분기의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유의하지 않음
(-)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닭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기타육류
신선육 (+) (+)

(+)
가공식품 (+) -

<표 4-15> 수요체계별 3분기의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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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닭고기
신선육 (-) (-)

유의하지 않음
가공식품 (+) -

기타육류
신선육 (-) (-)

(-)
가공식품 (-) -

<표 4-16> 수요체계별 HPAI 발생기간에 따른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분석대상
품목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기타신선육 (+)

가공식품 유의하지 않음 -

돼지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닭고기
신선육 (+) (+)

(+)
가공식품 (-) -

기타육류
신선육 (+) (+)

(+)
가공식품 (+) -

<표 4-17> 수요체계별 FMD 발생기간에 따른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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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성 비교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함수와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함수의 파라

미터 추정치를 이용하여 평균에서 추정된 보상수요 가격탄력성과 지출탄

력성은 <표 4-18>, <표 4-19>와 같다.

지출탄력성을 살펴보면, 두 수요체계 모두 소고기와 기타육류는 사치

재,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가격탄력성은 두 수요체계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

요이론에 부합하였으며, 교차가격탄력성은 모두 양(+)의 값을 가져 두

수요체계에서 모든 품목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가격

소고기
신선육

돼지고기
신선육

닭고기
신선육

기타
신선육

보
상
수
요
가
격
탄
력
성

소고기
신선육

-0.6432***
(-48.0360)

0.3644***
(34.6422)

0.3063***
(8.0445)

0.2238***
(3.6592)

돼지고기
신선육

0.4813***
(33.8219)

-0.5354***
(-53.3465)

0.3136***
(8.5342)

0.5065***
(8.1017)

닭고기
신선육

0.1128***
(11.1808)

0.0871***
(11.7394)

-0.8258***
(29.9456)

0.3463***
(7.5724)

기타
신선육

0.0490***
(6.3549)

0.0838***
(14.1784)

0.2059***
(9.5842)

-1.0766***
(30.3685)

지출탄력성 1.2006***
(200.7883)

0.9441***
(203.4605)

0.6411***
(64.7107)

1.0243***
(67.9318)

<표 4-18> 육류의 지출 및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신선육)

주1: ( )의 수치는 t값임.
주2: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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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가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

보
상
수
요
가
격
탄
력
성

소고기 -0.6817***
(-66.6515)

0.2959***
(43.0015)

0.2639***
(12.0105)

0.2608***
(8.9409)

돼지고기 0.4626***
(34.3509)

-0.5090***
(-63.8908)

0.3639***
(13.9286)

0.4495***
(12.3040)

닭고기 0.1275***
(15.0902)

0.1123***
(21.4067)

-0.8148***
(-47.1101)

0.2576***
(10.8613)

기타육류 0.0916***
(12.4690)

0.1008***
(20.9629)

0.1870***
(12.1323)

-0.9679***
(-46.0294)

지출탄력성 1.2232***
(192.1527)

0.9190***
(219.6007)

0.7691***
(89.8284)

1.0431***
(90.0267)

<표 4-19> 육류의 지출 및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집계)

주1: ( )의 수치는 t값임.
주2: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20>은 수요체계별 지출탄력성 추정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지

출탄력성은 모두 양(+)의 값을 가져 모든 수요체계에서 모든 품목이 정

상재임을 알 수 있다. 가공육을 포함한 수요체계에서는 닭고기신선육을

제외한 모든 신선육(국내산소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신선육, 돼지고기신

선육과 기타신선육)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선

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에서는 소고기

와 기타육류만 사치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의

지출탄력성이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의 신선육 수요의 지

출탄력성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의

지출탄력성은 가공육을 포함한 수요체계의 가공육 수요의 지출탄력성보

다 신선육 수요의 지출탄력성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가공육의 구

매량이 신선육의 구매량보다 현저하게 적어 신선육과 가공육의 구매비중

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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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지출탄력성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1.2873***
1.2006***

1.2232***기타신선육 1.2592***

가공식품 0.9121*** -

돼지고기
신선육 1.0299*** 0.9441***

0.9190***
가공식품 0.6354*** -

닭고기
신선육 0.7734*** 0.6411***

0.7691***
가공식품 0.7181*** -

기타육류
신선육 1.0903*** 1.0243***

1.0431***
가공식품 0.9669*** -

<표 4-20> 수요체계별 지출탄력성 추정 결과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21>은 수요체계별 자체가격탄력성 추정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세 가지 수요체계 모두 모든 육류의 자체가격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이론에 부합하였다. 자체가격탄력성은 기타육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순으로 탄력적으로 나타나 기타신선육, 기타소

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국내산소고기신선육, 돼지고기신선육 순으로

탄력적이었던 식육가공품을 포함한 수요체계의 신선육의 보상수요 자체

가격탄력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

서 자체가격 변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소고기가공식품이

었으며,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돼지고기신선육이었다. 기

타육류가공식품과 기타신선육이 소고기가공식품 뒤를 이어 탄력적으로

반응했으며, 돼지고기가공식품의 경우 돼지고기신선육 다음으로 자체가

격 변화에 가장 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신선육 수요체계와 집계된 수

요체계는 이러한 정보를 나타낼 수 없었다.

또한 탄력성 수치의 경우 신선육 수요체계와 집계된 수요체계의 수치

가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의 수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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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집계된 수요체계에서는 모든 육류의 수요가 자체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선육의 수요체계에서는 기타육

류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기타소고기신

선육, 소고기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과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수요가 자체가격변화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동일한 육종의 신선육과 가공육 간 대체효과가

자체가격효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가격변화에 수요가 더 탄력적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대상
보상수요자체가격탄력성

신선육, 가공육 신선육 집계

소고기

국내산신선육 -0.9498***
-0.6432***

-0.6817***기타신선육 -1.0832***

가공식품 -1.5527*** -

돼지고기
신선육 -0.6471*** -0.5354***

-0.5090***
가공식품 -0.9117*** -

닭고기
신선육 -1.0086*** -0.8258***

-0.8148***
가공식품 -0.9890*** -

기타육류
신선육 -1.0966*** -1.0766***

-0.9679***
가공식품 -1.3508*** -

<표 4-21> 수요체계별 자체가격탄력성 추정 결과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마지막으로 교차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

체계와 육종별로 집계한 육류의 수요체계 모두 모든 품목이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고기와 닭고기, 기타육류 수요는 돼지고기 가격

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요는 소고기 가격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두 수요체계 모두 소고기 가격변화에 수요가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

는 품목은 역시 돼지고기로 나타났지만, 닭고기 가격변화에 수요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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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기타육류, 기타육류의 가격변화에 가장 탄

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닭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돼지고기

가격변화에는 신선육 수요체계에서는 기타육류의 수요가, 집계된 수요체

계에서는 소고기 수요가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신선육 수요체계와 집계된 수요체계는 소고기가공식품과 닭고기

가공식품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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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자패널 조사의 실제 구매 데이터를 이용하

여 육류를 국내산소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신선육, 소고기가공식품, 돼지

고기신선육, 돼지고기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닭고기가공식품, 기타신선

육, 기타육류가공식품의 9가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적 요인과 가축질병의 발생, 명절 및 삼복의 영향을 고려하여 육류의 수

요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육류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LA-AIDS 모형을 주로 사용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AIDS 모형을 채택하

였으며, ILLE 방법을 이용하여 점근적으로 효율적인 일치 추정량을 도

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육류 수요분석에서 사용되었던 가격자료와 물량자료는

각 품목별 도매가격과 국가 전체로 집계된 연간 생산량을 도매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소비자가격 및 소비량과 괴리가 있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자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소비자가격과 지출비중을 구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육류를 육종별로 집

계했던 기존의 육류 수요 관련 연구들과 달리, 육류를 육종 및 상품 유

형(신선육/가공육)별로 세분화하여 육류의 수요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때,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가축질병의 발생, 명절 및 삼복 등 거시적 요인

을 고려하여 육종별 신선육과 가공육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

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육류의 품목

간 대체관계를 평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부위별/원산지별 육류의

대체관계를 분석한 연구들과 더불어 육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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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육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육류 수요

체계의 분석 결과와 기존의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했던 수요체계 및 육종

으로 집계된 수요체계의 분석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 같은 데이터와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두 가지 육류 수요체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후 세 가지 수요체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신선육의 지출비중은 높은 반면, 가공식품

의 지출비중은 낮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

는 품목은 기타소고기신선육, 가장 많이 감소하는 품목은 햄, 소시지, 베

이컨, 돈가스, 족발, 보쌈 등을 포함한 돼지고기가공식품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가구원수의 경우, 가구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품목은 돼지고기신선육이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하는 품목은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이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국내산소

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며, 돼지고기신선육의 지출비

중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가구원수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

해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

이 높고, 낮은 가구일수록 돼지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고기신선육과 돼지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의

경우 가구원수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기타육류가공식품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3~60대 성인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가구가 직계비

속이 포함된 가구보다 훈제오리, 떡갈비, 미트볼, 함박스테이크 등의 기

타육류가공식품, 즉 즉석식품류의 지출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패널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돼지고기신선육 및 가공식품과 기타신선육

의 지출비중이 증가하고 국내산을 포함한 소고기신선육 및 가공식품, 닭

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98.2%가 여

성이고 1인 가구가 5% 미만임을 고려할 때, 패널의 취업여부는 맞벌이

가구여부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여부는 가구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가구소득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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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취업여부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는 닭고기신선육을 제외하고는 부

호가 모두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라고 해서 소득이 외벌

이 가구의 소득보다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육류 소비에 있어 가구소

득이 미치는 영향은 패널의 소득보다 가구주의 소득이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명절에 의한 육류의 계절성은 신선육뿐만 아니라 가공육에서도 나타났

다.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은 신정과 구정이 있는 1분기에 지출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가공식품은 추석이 있는 3분기에, 기타

소고기신선육은 1,3분기에,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기타육류가공식품

은 2분기와 삼복이 있는 3분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지

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소고기신선육이었으며, 2분기

에는 닭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는 삼복의 영향으로 닭고기신선육의 지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가공식품과 기타소고기신선육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선육 수요체계와 집계한 수요체계에서는 3분기에 소고

기와 돼지고기의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소고기신선육

과 돼지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 하였

다. 2016년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명절선물 가격의 상한선이 정해져 기타

소고기신선육과 돼지고기가공식품의 계절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축질병 발생일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 발생기간이 길수록 기타소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 기

타육류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소고기가공식품, 돼지고기

신선육 및 가공식품과 닭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치킨과 닭가슴살 같은 닭고기가공식품은 고병원성조류인

플루엔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신선육, 기타육류가

공식품의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타육류에는 오리, 메추리 등의

가금류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제역의 발생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산소고기신선육과 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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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선육, 돼지고기가공식품 및 닭고기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감소하고

기타소고기신선육과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과 기타육류가공식품의 지

출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제역의 발생정도가 심각할수록 국내

산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가 수입산 소고기와 닭고기신선육 및 기타신

선육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특성 변수, 분기 더미변수, 가축질병 발생기간 변수의 파라미터 추

정치를 살펴보면, 90%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를 제외하

고는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의

추정치의 부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

분화된 수요체계에서 자녀유무, 패널의 취업여부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

치의 부호는 육종별로 같은 것으로 나타나 신선육 수요체계 및 집계한

수요체계의 파라미터 추정치의 부호와도 동일했다.

그러나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과 분기 및 가축질병의 효과에 관련된

추정치들은 신선육과 가공육의 부호에 차이가 존재하여 세분화한 모형이

신선육만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나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계보다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기에 더 적절했다. 신선육 모형과 집계한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들은 대부분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세분화한 모형의 신선육의 파라

미터 추정치와 부호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체가격 변화에 따른 지출비중의 변화는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돼지고기신선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

났다. 돼지고기신선육이 양(+)의 값으로 나타난 이유는 종속변수가 구매

량이 아닌 지출비중이기 때문으로 육류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전체 지출

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돼지고기신선육은 육류의 가장 대표적

인 품목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가

격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탄력성은 모든 수요체계에서 모두 양(+)의 값을 가져 모든 품목이

정상재임을 알 수 있다.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닭

고기신선육을 제외한 모든 신선육(국내산소고기신선육, 기타소고기신선

육, 돼지고기신선육과 기타신선육)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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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계한 수요체

계에서는 소고기와 기타육류만 사치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체가격탄력성은 세 가지 수요체계 모두 모든 육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이론에 부합하였다. 자체가격탄력성은 기타육

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순으로 탄력적으로 나타나 기타신선육, 기

타소고기신선육, 닭고기신선육, 국내산소고기신선육, 돼지고기신선육 순

으로 탄력적이었던 식육가공품을 포함한 수요체계의 신선육의 보상수요

자체가격탄력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

서 자체가격 변화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소고기가공식품이

었으며, 가장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품목은 돼지고기신선육이었다. 기

타육류가공식품과 기타신선육이 소고기가공식품 뒤를 이어 탄력적으로

반응했으며, 돼지고기가공식품의 경우 돼지고기신선육 다음으로 자체가

격 변화에 가장 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신선육 수요체계와 집계된 수

요체계는 이러한 정보를 나타낼 수 없었다.

또한 자체가격탄력성 수치의 경우 신선육 수요체계와 집계된 수요체계

의 수치가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의 수치보다 상당히 낮

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집계된 수요체계에서는 모든 육류의 수요가 자

체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선육의 수요체계에서는

기타육류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기타소

고기신선육, 소고기가공식품, 닭고기신선육, 기타신선육과 기타육류가공

식품의 수요가 자체가격변화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육과 가

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동일한 육종의 신선육과 가공육 간 대

체효과가 자체가격효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가격변화에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차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수요체계에서는 소고기가공식품과 닭고기가공식품이 보완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종별로 집

계한 육류의 수요체계에서는 모든 품목이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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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지 못 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캠핑 문화의 확산 등으로 신

선육의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식육가공품과 즉석식품의 수요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육류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육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 육류를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시켜 수요체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신선육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체계와 육류를 육종별

로 집계한 수요체계의 분석 결과에서는 내포되지 않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내산소고기신선육의 가격이 상

승하면 기타소고기신선육이나 돼지고기신선육보다 족발, 보쌈, 햄, 소시

지 등이 포함된 돼지고기가공식품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신선육 간 대체관계 혹은 육종별 대체관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선육에만 치중되어 있던 육류 관련 연구들에서 벗

어나 추후에는 가공육에도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적은 가공육의 수요 특성과 더불어 신선육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가축질병 발생 및 편중된 선호 부위에 따

른 육류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세 가지 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90% 신뢰수준 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는 신선육과 가공육으로 분리된 모형이

189개 중 140개(74.1%), 신선육만 대상으로 한 모형이 64개 중 49개

(76.6%), 육종별로 집계한 모형이 64개 중 53개(82.8%)로 세분화시킨 모

형의 유의한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로, 신선육에 비해 가공육의 구매량이 현저하게 적어 표본의 수

가 많지 않고, 가공육의 특성상 상품별로 단위(kg) 당 가격의 편차가 크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육류를 품종별 신선육과 가

공육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가공육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육류

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외식에서의 신선육과 가공육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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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육류의 지출탄력성 및 대체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로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편의점 등의 소매업체

와 관련된 육류 정책에 한정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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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for processed meat products and Home Meal

Replacements (HMR) in Korea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increases in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and double-income

families, and the spread of camping culture.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domestic studies related to meat demands focus only on

fresh meat, and therefore,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demand for processed meat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 system of

Korean meat products disaggregated into fresh meat and processed

meat by using the non-linear 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resul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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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fication of the items to be analyzed, the same data and

analytical method were used to analyze the demand system applying

the meat classification method in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dis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agricultural consumer panel data

provi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7 years of 627 households' agricultural product purchase

data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survey data were used. The

analyzed items were disaggregated into nine products: domestic fresh

beef, other fresh beef, processed beef, fresh pork, processed pork,

fresh chicken, processed chicken, other fresh meat, and other

processed meat products. In order to consider the effect of seasonality

of meat purchases, the unit of the analysis period was set as a

quarter. Therefore, the total analysis periods were 32 periods from the

1st quarter of 2010 to 4th quarter of 2017. Also, the data of the

outbreak duration of livestock diseases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idence of livestock diseases on the meat demand.

Some interesting results were found in the dis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which were not found in the demand system for

fresh meat only or the demand system for meat aggregated by the

animal origin. In the dis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signs of the parameter estimates of the fresh

meat and processed meat even if their animal origins were same.

Therefore, the disaggregated model was more appropriate to explain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For example, in the 3rd quarter, the expenditure shares of beef and

pork in the 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and the share of pork

in the fresh meat demand system decreased, while th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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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s of other beef and processed pork increased. This indicates that

the fresh meat demand system and the 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cannot show the increase of imported beef and processed

meat consumption due to Chuseok.

In addition, in the dis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the

expenditure share of fresh chicken decreased as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lasted longer, but the share of processed chicken

increased. This indicates that processed chicken products such as

fried chicken and chicken breasts are not affected by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The fresh meat demand system and the

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could not show such information.

All expenditure elasticities were positive in all demand systems, so

that all items appeared to be normal goods. However, in the

dis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the expenditure elasticities of all

fresh meat (domestic fresh beef, other fresh beef, fresh pork, and

other fresh meat) except fresh chicken were greater than 1, but only

beef and other meat were luxury goods in the fresh meat demand

system and the 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The results of own-price elasticities were consistent with the

demand theory in that all values were negative. The result of

cross-price elasticities in the dis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showed that the processed beef and the processed chicken were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 However, the results in the fresh meat

demand system and the aggregated meat demand system showed that

all the items were in substitution relationship.

Keywords: Fresh Meat, Processed Meat, Meat Demand, Almost Ideal

Demand System, Consumer Panel Data

Student Number: 2016-2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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