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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effect of tariff reduction under Free 

Trade Agreements(FTAs) on the surplus of producers, consumers, and distrib-

utors, and on the change in price and marketing margin in a distribution chan-

nel, using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EDM). As a result, consumer’s 

surplus is increased in imported grape and orange markets when the surplus 

is measured on a total volume basis, but consumer’s surplus is decreased in 

the imported grape market when the surplus is measured on a per unit basis. 

Also, an increase in marketing margins lead to increase price at retail level, 

although the import price is decreased by tariff reduction under FTA, which 

implies that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does not leads to decrease price at 

retail level due to an increase in marketing margins. This suggests that most 

economic benefits from tariff reduction associated with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concentrated to marketing margins, and that establishing an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equally distribute the benefits 

of tariff reduction over various economic agents in 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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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2002년 한·칠  FTA를 체결한 이후 2013년 6월 재 우리나라는 총 47개국과 10건

의 FTA를 체결하 고,한·콜롬비아 FTA를 제외한 9건의 FTA가 발효 이다.수입농

산물  FTA체결국 수입비 은 2004년 1.1%에서 2012년에는 무려 53.5%까지 큰 폭

으로 확 되었다.FTA체결 이후 농산물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칠 이며 

칠 로부터의 수입액은 한·칠  FTA가 발효된 2004년 1억 800만 달러에서 2012년에

는 4억 1,700만 달러로 약 290%증가하 다.칠 에 이어 싱가포르,아세안,EFTA등

의 순으로 동기간 수입액이 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액기 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2012년 57억 900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아세안과 

EU로부터 각각 28억 3,300만 달러,22억 7,800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재 상 인 한·  FTA까지 포함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규모는 

더욱 확 될 망이다.

FTA체결에 따른 세인하  철폐는 수입원료의 구매비용 감,농산물 가격하락

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   물가 안정에 일정부문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수입 세 감축 는 철폐가 기 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실례로 한·칠  FTA발효 이후 포도주에 한 세는 2009년도에 폐지되

었으며 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주세  교육세 한 폭 감축되었다.하지만 소비

자 매가격은 소폭 하락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한,한·EUFTA이후 삼겹살에 

한 세는 단계 으로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소비자 매가격은 그 로이거나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유통 문가  언론매체가 지 해 온 것처럼 세인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수입  유통업자 등 간유통단계에 집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독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수입·유통업자가 렴해진 수입농산물에 필요 이상으로 높

은 유통마진을 붙여 과도한 과이윤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세인하 효

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 될 수 있도록 한 응을 하기 해 우선,FTA로 인한 

세인하 혜택이 독과  수입·유통업자에게 어느 수 까지 집 되어 있는지 유통마

진 계측을 통해 악할 필요가 있다.이와 더불어, 세인하 효과가 생산자,소비자,도·

소매수입유통업자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에 미친 향을 분석하

는 한편,유통단계별 경제주체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는 FTA사후 책 마련도 

필요하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FTA발효 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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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의 혜택이 각각의 경제주체의 후생에 어

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농업부문 향평가와 련된 연구는 부분 수입농

산물과 국내농산물이 동질 이라는 가정하에 세인하 효과를 계측하 다. 세감축 

효과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안병일(2006)이 표 이다.안병일(2006)은 과 시장 균

형모형을 이용하여 불완 경쟁하에서의 세감축 효과를 분석하 다.그 결과,국내 공

자가 수입품을 공 하는 수입업자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불완  경쟁구조를 형성하

고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은 세감축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FTA의 향을 평가한 선행연구로는 김성훈,장도환(2008),김윤식,최세균

(2007)이 있다.김성훈,장도환(2008)은 한·미 FTA체결이 유가공식품산업에 미치는 

향을 주요 품목인 치즈  버터산업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나타내었으며,

FTA체결 이후 미국산 유가공품이 기타 수입국의 제품을 일부 체하고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매출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 다.김윤식,최세균

(2007)은 칠 산 농산물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국내산 가격과 칠 산 수입량과의 

계를 계측하 다.분석 결과,FTA발효 이후 칠 로부터의 포도 수입의 증가로 국내

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인하 효과만을 계측한 결과 국내 시설포도 

산업의 생산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는 세인하라는 FTA효과 외

에도 수출가격 변화,환율 하락,국내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므

로 직 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 다.

농업부문 경제주체  사회의 후생 변화를 추정한 연구로는 정민국 등(2011),문한필 

등(2012),이계임 등(2012)등 비교정태분석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정민국 등

(2011)은 비교정태모형을 통하여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정책들에 한 경제  효과를 

계측하고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따른 축산물 시장의 사회후생 변화를 분석하 다.문

한필 등(2012)과 이계임 등(2012)는 세인하  정부보조  사업의 경제  효과와 원

산지표시제도 실시에 따른 사회 후생변화를 균형 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특

히,균형 체모형의 경우 직 인 수 함수의 추정 없이 시장자료와 탄력성만으로도 

시장균형 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주요 심요인의 변화를 제외한 다른 외부요인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어 후생변화연구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균형 체모형을 이용한 

다른 연구로는 Zhao(2000),Karen(2011)등이 있다.Zhao(2000)는 균형 체모형을 이

용하여 호주 쇠고기 산업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때의 12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제

 잉여가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하 고 Karen(2011)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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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5개 작물에 한 병해충피해와 련된 후생변화를 균형 체모형을 이용하여 추

정하 다.

상기와 같이 부분의 FTA 련 선행연구는 사  평가 주이며,분석 상도 국

내 련부문 생산액 증감  피해 측정에 을 두었다.하지만 FTA의 혜택이 각각의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

이러한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형평성을 갖춘 FTA사후 책을 마련하기 어렵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발효 후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세인하 효과가 생산

자,소비자,도·소매 수입유통업자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와 유통

단계별 가격변화  유통마진에 미친 향을 균형 체모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자 한다.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 로 수입농산물 자체의 유통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입

농산물유통 개선방향에 한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분석자료  분석모형

2.1.분 대상 및 자료

상품목으로는 FTA체결 이후 실질 으로 수입확 가 이 진 주요 과실  수입규

모가 크고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칠 산 포도(신

선)와 미국산 오 지를 선정하 다.칠 산 포도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포도시장에서 

약 90%의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성출하기인 5~6월의 시장

가격에 향을 미친다.오 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몬,자몽,기타 과실 등과 

함께 수입량이 크게 확 되었으며,감귤은 생산시기와 수입시기의 차이로 직 인 체

계는 낮지만,딸기,토마토,수박 등 수입시기에 생산되는 시설과채류와 체 계를 

가진다.두 품목 모두 FTA이후 세감축 폭이 크고 수입량이 큰 폭으로 확 되었다.

한·칠  FTA 후의 포도시장균형 은 발효시 인 2004년 이  3년 평균값

(2000~2002년)과 이후 9년(2004~2012년)평균값으로 설정하 다.가격자료는 물가수

의 변동으로 인한 분석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해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

이트한 실질가격이며 수입가격은 수입단가,환율, 세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

된 값을 평균하 다.반면,오 지의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계 세가 용되며 나머

지기간은 행 50%의 세가 유지되므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의 오 지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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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년 후 3~8월의 동일 기간을 비교하 다.수입산 도매가격,소매가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KAMIS)에서 제공하는 가격자료를 이용하 으며,이때 수입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모든 농산물에 한 평균가격이므로 국가별 시장 유

율을 고려한 가  평균가격으로 환산하 다.포도와 오 지의 수   가격 자료는 각

각 <표 1>과 <표 2>에 제시하 다.

표 1. 포도의 수 가격 자료: 기값 설정 1

FTA이

시장균형

2000∼2002(3년 평균)

FTA이후

시장균형

2004∼2012(9년 평균)

물량

생산량 톤 450,403 325,258

수입량
칠 산(톤) 6,054 25,596

칠 외 외국산(톤) 992 3,702

시장 유율 칠 산(%) 86 87

가격

국내가격
도매가격(원/kg) 1,288 2,296

소매가격(원/kg) 2,124 3,360

수입가격

칠 산 공 가격

(원/kg)
3,556 3,211

칠 외 외국산 공 가격

(원/kg)
4,113 4,266

수입산 도매가격

(원/kg)
3,858 4,372

수입산 소매가격

(원/kg)
4,259 5,088

세율 칠 산(%) 46.5 24.5

주:수입산 도매·소매가격은 수입포도( 품),국내산 도·소매가격은 포도( 품)을 사용함.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1한·칠  FTA에서 칠 산 포도가 국내 포도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계 세를 

도입하여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시기에 수입되는 포도에 해서만 세인하를 허용하

음.따라서 시설포도 산업에 을 맞춰야 하나,시설포도의 생산량이 따로 산출되지 않으며,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되는 측월보에서는 시설포도 생산량을 체 포도 생산량의  

15~20%로 추정하여 략의 생산량을 추정· 측하고 있음.자료의 제약상 포도의 물량과 가

격에 월별 가 치(5~6월)를 용하여 오류범 를 축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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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오 지 수 가격 자료: 기값 설정

FTA이

시장균형

2012년 3∼8월(평균)

FTA이후

시장균형

2013년 3∼8월(평균)

3-8월 3-8월

물량 수입량
미국산(톤) 18,091 21,449

미국 외 외국산(톤) 260 521

시장 유율 미국산(%) 89 82

가격 수입가격

미국산 공 가격

(원/kg)
1,741 1,839

미국 외 외국산 공 가격

(원/kg)
1,973 2,190

수입산 도매가격

(원/kg)
2,247 2,176

수입산 소매가격

(원/kg)
3,795 3,407

세율 미국산(%) 50 30

주:수입산 도매·소매가격은 수입오 지( 품)을 사용함.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2.2.도식  이해 및 분 모

균형 체모형(EquilibriumDisplacementModel:EDM)은 수요와 공 측 외생변수의 

변화로 인한 가격과 수량 등 내생변수의 변화를 시뮬 이션하는 기법으로, 세변화가 

국내 수요량,국내 공 량,균형가격,수입량 변화에 미치는 향과 이에 따른 후생변화

를 계측하는 데 용이하다. 한,균형 체모형의 경우 탄력성을 기반으로 외부 변동요

인발생으로 인한 수 시장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으며 탄력성을 직  계측할 필요 없

이 기존의 탄력성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물일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FTA이     

의 가격으로 수입이 되던 상품이 FTA에 따른 세인하로    의 가격으로 수입

이 되면 수입량은  에서 로 증가하게 된다.단,우리나라의 세인하는 세계시장

가격 형성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FTA발효 후 유통단계별 후생변화 분석:수입포도,수입오 지 21

그림 1.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오 지)

표 3. FTA 이후 사회후생 단계별 유통마진(오 지)

소비자 잉여 도매단계 유통마진 소매단계 유통마진

FTA이후

세인하 효과
△ □ □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한 가격은 CIF수입단가에 세가 용된 가격이고 수입업

체를 통해 수입된 농산물은 국내시장에 들어와 도·소매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매된

다고 보았다.이때 각 단계별 가격2(도입가격,도매가격,소매가격)은 유통마진(유통비

용  이윤)을 포함하고 있다.오 지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격()과 수요가 만나는  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이때,소비자 잉여는 △가 

되고 간 유통단계에서 총유통마진은 □이다.왼쪽 그래 와 같이 국제시장

에서 우리나라는 소국이기 때문에 세가 부과된 미국산 오 지의 수입가격이()에

서 고정된 완 탄력 인 세계 공 함수가 된다.

2도입가격():해당연도환율을 용한 수입단가()×(1+해당연도 세율())
수입농산물 도매가격():도입가격()+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수입농산물 소매가격():도매가격()+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국내농산물 도매가격():농가수취가격()+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국내농산물 소매가격():도매가격()+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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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그림 2>는 국내 생산이 있는 포도의 경우를 나타내며,수입산 포도시장과 국

내산 포도시장으로 나 어 나타낼 수 있고 수입산과 국내산은 불완  체재3로 가정

하 다.여기서 수입산 포도의 국내시장 균형은 오 지와 동일하며,이에 따른 국내산 

포도의 균형은 <그림 2>의 오른쪽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그림 2. 국내 생산이 있는 농산물의 경우(포도)

표 4. FTA 이후 사회후생 단계별 유통마진(포도)

FTA이후

세인하효과
소비자 잉여 도매단계 유통마진 소매단계 유통마진 생산자 잉여

수입산 포도 △ □ □ -

국내산 포도 △ □ □ △

세율 인하에 따른 균형가격변화와 균형물량의 변화를 구하기 해 다음의 수 방

정식은 문한필 등(2012)을 토 로 구축하 다.

3소비자는 맛,상품 인 특성 등에서 속성이 다른 수입포도와 국내 포도를 이질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그 결과 포도에 한 별개의 시장이 존재함.수입산과 국산이 불완 체재인 경

우 수입량이 늘어난 만큼 국산에 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산의 세인하가 국

산 포도시장에 미치는 향은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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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농산물 공 가격연결식:  

(2)수입농산물 도매단계: 

(3)수입농산물 소매단계: 

(4)수입농산물 수요함수:  

(5)국내농산물 도매단계: 

(6)국내농산물 소매단계: 

(7)국내농산물 수요함수:  

(8)국내농산물 공 함수:   

(9)국내산 수 균형식: 

식 (1)은 수입농산물에 한 공 가격연결식으로 국제가격()과 정액 세율의 함수

()로 표 된다.식 (2)는 수입농산물 도매단계의 가격식으로 도매가격()은 수입농산

물 공 가격()에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더하여 결정되고,식 (3)은

수입농산물 소매단계의 가격식으로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소매단계에서 발

생하는 유통마진()을 더하여 결정된다.식 (4)는 수입농산물에 한 수입수요함수로 

수입가격(),수입 체재가격(),국내가격(),소득()의 함수로 구성되며.식 (5)

와 식 (6)은 각각 국내농산물 도·소매단계의 가격식으로 도매가격()은 농가수취가격

()에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더하여 결정된다.식 (7)는 국내산 수요함수로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수입 체재가격,소득,기타수요변화요인 벡터()의 함수로 결정되며,식 (8)

는 국내산 공 함수로 국내가격,생산요소가격(),기타 공 변화요인 벡터()의 함

수로 결정된다.식 (9)는 국내산 수 균형을 나타내는 식이다.이때,오 지의 경우 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없으므로 국내산 오 지 공   수요에 해당하는 식 (5)~(9)

는 분석모형에서 제외된다. 한,수입농산물 수요함수를 나타내는 식 (4)에서 국내가

격()도 제외하 다.

앞서 제시된 식 (1)~(9)의 이론  수 방정식들은 미분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변화

율과 가격비율,탄성치 등의 형태로 표 되는 (1)́~(9)́의 균형변환식들로 환되어 균

형 체모형을 구성한다.

(1)́   (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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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여기서 한·칠  FTA체결에 따른 세율 인하효과를 보기 해 식 (1)́에서 세율 

변화율 을 외생변수로 설정하 으며,각각의 변수들 앞에 붙여진 는 각 변수들의 

변화율,는 가격탄력성,은 가격비율  가격에 한 유통마진의 비율을 의미한다.

 모형에 품목별 세인하율을 입하고 기타 나머지 외생변수들의 변화율은 0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다른 외생  변화요인을 제외한 세율 인하에 따른 품목별 물량변화율

과 가격변화율을 계측할 수 있다.

표 5. 품목별 탄성치

　 포도
오 지

3∼8월

수요

자체가격탄성치() -0.55∼0.49 -

교차가격탄성치() 0.1 -

소득탄성치( ) 0.5 -

공 가격탄성치( ) 0.37∼0.62 -

수입

수요

자체가격탄성치( ) -0.75 -0.94

교차가격탄성치( ) 0.1 -

소득탄성치( ) 0.25 1.52

자료:문한필 등(2012),문한필 등(2013),이계임 등(2012),정민국 등(2011).

탄성치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운  인 농업시뮬 이션모형 KREI-KASMO에

서 사용되는 값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선행연구4를 토 로 선택하 다.국내생산이 없

4문한필 등(2012)에서 사용한 탄성치를 이용하 음.외국산의 자체가격 탄성치는 국내산보다는 

더 탄력 이라는 가정하에 수치를 선택하 고 소득탄성치는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크다고 가

정하 음.



FTA발효 후 유통단계별 후생변화 분석:수입포도,수입오 지 25

는 오 지의 경우 오 지 가격  소득탄력성은 문한필 등(2013)5에서 오 지에 한 

수입수요함수 추정한 값을 이용하 다.여기서 오 지 공 가격탄력성은 국내 생산이 

없으므로 수입산 수입 가격변화에 한 수입 탄성치를 이용하 다.

균형 체모형에 사용한 가격비율은 <표 1>과 <표 2>의 기균형값들로부터 계산하

여 <표 6>에 제시하 다.

표 6. 품목별 가격비율

오

지


 


 도매가격 비 수입가격 비율 0.801


 


 도매가격 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199


 


 소매가격 비 도매가격 비율 0.592





 소매가격 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408

포

도

수

입

산


 


 도매가격 비 수입가격 비율 0.922


 


 도매가격 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078


 


 소매가격 비 도매가격 비율 0.906





 소매가격 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094

국

내

산





 도매가격 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854





 도매가격 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146





 소매가격 비 도매가격 비율 0.606





 소매가격 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394

주:국내산 포도의 농가수취가격은 생산액에서 생산량을 나 어 농가 매가격을 계산한 값임.

다음으로 세인하 효과 분석에 이용한 외생변수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로 계산하여 

<표 7>에 제시하 으며,연평균 FTA 세인하율은 오 지 -40%,포도 -17.36%로 계산

되었다.

5문한필 등(2013)에서 미국산 오 지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 음.오 지 주수입 시기인 3~5월

의 수입량,수입단가,과일류 소비자물가지수,1인당 소득,환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

음.분석 결과를 토 로 가격탄성치는 -0.94,소득탄성치는 1.52을 탄성치로 이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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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품목별 외생변수( 세)변화율
단 :%

오 지 포도

FTA이 세율 50 45.5

FTA이후 세율 30 8.18

세인하율 -40.0 -17.36

3.분석 결과

FTA이행으로 인한 세인하효과를 계측하기 해 앞에서 제시한 탄성치와 외생변

수(세)변화율을 이용하여 포도와 오 지에 한 경제주체별(생산자,소비자,수입유

통업자)후생변화를 계측하 다.경제주체별 후생변화는 체 물량을 기 으로 총후생

을 계측한 다음 이를 단 당(톤)으로 환산하여 단 당 후생으로 재계측하 다.이와 같

이 단 당 물량을 기 으로 후생변화를 계측한 것은 FTA이후 수입량 증가로 총후생

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제거하는 한편,FTA이 과 이후 가격하락분에 

한 후생변화를 정확히 비교하기 함이다.

<표 8>에서와 같이,포도의 경우 소비자 잉여는 크게 국내산과 칠 산을 포함한 외

국산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체 물량을 기 으로 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과,수입

산 포도에 한 세 인하로 국내산 포도의 수요가 감소하여,국내산 포도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221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산 포도에 한 소비자잉여는 증가

(+19억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소비자 잉여의 감소폭은 국산과 외국산간 

체탄성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인하로 국내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생산자들의 후생

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TA이후 국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것은 국내산 

포도가 수입산으로 일부 체되어 국내산에 한 수요는 감소하고 이는 다시 가격 하

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변화분을 측

정한 결과,FTA 후하여 수입 포도를 유통하는 간 수입유통상인의 마진은 도매에

서 23억 원,소매에서 53억 원까지 증가한 반면,국내산 포도를 취 하는 간상인들의 

마진은 도매에서 –20억 원,소매에서 –88억 원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결국,국내

산 포도에 한 수요 감소  국내 가격하락으로 국내산 포도의 소비자·생산자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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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자 유통마진은 감소하는 반면,수입산 포도에 한 소비자 잉여와 단계별 유

통마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포도의 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유통마진 변화분

단 :억 원,%

포도

FTA이

(A)

FTA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9,567 9,346 -221 -2.31

칠 산 172 191 19 11.05

기타국가 27 27 0 0.00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18 41 23 127.78

소매단계 43 96 53 123.26

국내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847 827 -20 -2.36

소매단계 3,765 3,677 -88 -2.34

생산자 잉여 국내산 2,477 2,420 -57 -2.30

세효과
칠 산 68.3 35 -33 -48.76

기타국가 13 13 0 0.00

반면,<표 9>는 포도에 한 단 당(톤당)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과로서,칠 산은 

4만 6,656원/톤,국내산은 2만 4,769원/톤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이  칠

산의 경우 체 물량 기  총소비자 잉여가 19억 원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칠 산 포도의 단 당 소비자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수입유

통업자의 단 당 과이윤 확  등 유통마진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세인하폭

보다 낮게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칠 산 포도 수입유통업자의 도소매 유통마진은 도

매에서 105%,소매에서 101%씩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국내산 포도 유통

업자의 도소매 유통마진은 도매에서 1.22%,소매에서 1.19%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거

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단 당 생산자잉여는 6,364원/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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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단 당(톤)포도의 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변화분

단 :원,%

포도

FTA이

(A)

FTA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2,124,098 2,099,328 -24,769 -1.17

칠 산 2,841,097 2,794,440 -46,656 -1.64

기타국가 2,721,774 2,719,033 -2,741 -0.10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255,464 523,761 268,297 105.02

소매단계 610,275 1,226,367 616,092 100.95

국내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188,054 185,763 -2,290 -1.22

소매단계 835,918 825,939 -9,979 -1.19

생산자 잉여 국내산 549,952 543,588 -6,364 -1.16

세효과
칠 산 1,128,180 512,070 -616,109 -54.61

기타국가 1,310,484 1,309,164 -1,320 -0.10

<표 10>은 포도의 유통마진을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나 어 살펴본 것으로,수입산 

포도시장(칠 산 포도 포함)에서,FTA로 인해 수입포도에 부과되는 세가 인하되어 

도입가격은 17%하락하 으나 소매단계에서의 간 수입유통업자들의 유통마진이 약

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FTA이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국내산 

포도시장에서 유통마진은 산지단계에서 1.18%,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경우 각각 

1.16%와 1.18%씩 감소하 으며 거의 모든 단계에서 마진폭이 동일한 수 을 기록하

다.다시 정리하면,수입산 포도시장에서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 증가로 세인하

만큼 소비자가격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10. 포도의 유통마진(단계별 가격차)변화분 비교
단 :원/kg,%

FTA이 기균형값

(2000∼2002)

FTA이후 세효과 추정치

(2004～2012)

가격상승률

(%)

수

입

산

도입가격 3,556 2,939 -17.35

도매가격
3,858

(302)

3,541

(602)
-8.22

소매가격
4,259

(401)

4,343

(802)
1.97

국

내

산

산지가격 1,100 1,087 -1.18

도매가격
1,288

(188)

1,273

(186)
-1.16

소매가격
2,124

(836)

2,099

(826)
-1.18

주: 호안의 숫자는 도·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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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오 지의 경우를 분석한 것으로,국내 생산이 없고 국내 시장 유율의 약 

90%가 미국산이며 계 세가 부과되는 3~8월에 미국산과 기타국 간 수입량이 경합

하지 않기 때문에 세인하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가 국내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향만

을 계측하 다.분석 결과, 체 수입물량 기 으로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15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각 단계에서 유통마진 변화분은 FTA 후로 도매에서 142억 원,소매에서 

49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FTA 후로 오

지의 단 당 소비자 잉여는 36만 1,363원/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오 지 수입

유통업자의 단 당 유통마진은 도매단계에서 44만 8,098원/톤,소매단계에서 154만

9,525원/톤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11. 오 지의 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변화분

단 :억 원,%

오 지

FTA이

(A)

FTA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미국산 173 219 46 26.59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81 182 101 124.69

소매단계 280 481 201 71.79

세효과 미국산 100 63.9 -36.3 -36.30

표 12. 단 당(톤)오 지의 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변화분

단 :원,%

오 지

FTA이

(A)

FTA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잉여 미국산 956,277 1,317,639 361,363 37.79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447,736 895,834 448,098 100.08

소매단계 1,547,731 3,097,256 1,549,525 100.12

세효과 미국산 552,761 165,910 -386,851 -69.99

<표 13>은 한·미 FTA발효 후 오 지의 단계별 유통마진 변화를 비교한 결과로

써,수입오 지에 부과되는 세인하로 도입가격은 40% 하락하 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34%상승하여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이 확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세인하가 수입오 지에 한 소비자가격 하락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오 지의 수입도매가격의 하락폭은 도입가격 하락 수 보다 미

미하여 1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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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오 지의 유통마진 변화분 비교

단 :원/kg,%

FTA이 기 균형값

(2011.3∼8월)

FTA이후 세효과 추정치

(2012.3∼8월)

가격상승률

(%)

수

입

산

도입가격 1,800 1,080 -40.00

도매가격
2,247

(447)

1,974

(894)
-12.15

소매가격
3,795

(1,548)

5,071

(3,097)
33.62

주: 호 안의 숫자는 도·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나타냄.　

4.요약  시사

FTA체결에 따른 세인하는 일부 주요 수입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인하를 제외한 국제 농산물 가격상승,환

율 상승 등 거시환경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고 FTA 세인하 효과가 생산자,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와 유통단계별 가격

변화  유통마진에 미친 향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 물량을 기 으로 측정한 수입산 포도와 오 지에 한 소비

자 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단 당 물량으로 환산한 수입산 포도에 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인하에 따라 수입산 포도 도입가

격은 17%하락,오 지 도입가격은 40%하락하 고 도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 한 하

락(포도 –8%,오 지 –12%)하 지만 도입가격 하락폭보다 미미한 수 인 가운데 소

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은 증가하여 두 품목 모두 소비자가격은  FTA이 보다 상승한 

것으로 계측되었다.이는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세인하효과가 상당부분 소매단

계 수입유통업자들의 유통마진에 흡수되면서 소비자는 가격하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FTA 세인하혜택이 유통단계별 경제주체들에게 형평

성 있게 배분되기 해서는 수입농산물에 한 실효성있는 유통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첫째,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유통업체는 수입원가와 매가격의 

변화 없이 유통이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통한 합리  수

의 규제가 필요하다.둘째,수입과일에 한 시장수요와 국산 과일의 작황  시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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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수 황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업체의 신 한 진출입 의사결정

을 도울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세인하 혜택이 수입  

유통업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하 다는 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그 이유는 세의 장기철폐,환율상승,수입독 , 지 수출업자의 수출단가 상

승,과시  소비행태,수입농산물의 수요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도 경제주체별 후생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추후 이러한 요인들에 해서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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