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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this paper simulates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s for imported cheese. The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e esti-
mated supply elasticity indicate that when a 100% tariff reduction is im-
plemented,  imports would increase by 57%, demand would increase by 
23.1%, and domestic supply would decrease by 39.9%. When there is a 50% 
tariff reduction,  imports would increase by 28.5%, demand would increase 
by 11.6%, and domestic supply would decrease by 19.9%. The changes in 
price incurred by 100% and 50% reductions would be -26.5% and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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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유, 발효유, 조제분유,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은 산업화와 더불어 그 소비가 비약

으로 증가하여왔다. 산업화는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유제품 소비함수 추정에서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를 어떻게 잘 반

할지가 주요 이슈가 되기도 하 다(Song and Sumner, 1999; 송주호 외 2005; 안병일 

2006). 이들 유제품은 품목에 따라 소비 증가율이 차이가 있긴 하나 체로 1975년 이후 

1980년  말 혹은 1990년  반까지 증가율이 매우 높으며 그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에서 체로 일치하나 이들 유제품과는 달리 치즈는 그 소비패턴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즈는 소비증가가 1980년  후반

부터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최근에도 가 른 소비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치즈의 이러한 소비 증가는 가정에서의 외식의 비 이 높아지고 외식 에서도 피자 

등 패스트푸드 식품의 소비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 되고 있다(송주호 외, 

2005). 이처럼 치즈 수요가 확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치즈는 유제품 에서 그 요

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치즈 시장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치즈의 수요  국내 

생산량을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1995년 수입개방 이 까지는 소비량의 부

분은 국내생산량이 차지하 으나, 수입개방 이후 수입량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부의 ｢낙농편람｣을 보면 1993년까지는 수입량이 200톤 이하의 은 

규모 으며, 1994년에는 3,124톤이던 것이 1995년에는 11,074톤으로 격하게 늘어난

다. 2004년 재 치즈의 수입량은 41,351톤으로 체 소비량의 약 65%에 이르고 있다. 

반면, 국내의 치즈 생산량 역시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최근의 

치즈소비량 증가는 국내산 치즈가 아니라 수입량이 그 증가분의 부분을 충당하고 있

다. 재까지 치즈 소비량의 증가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치즈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

로 상되는데, DDA 상과 최근 한미 FTA 상 등의 결과에 따라 치즈수입에 한 

세는 크게 하락할 것이 상되기 때문에 치즈 수입량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1

1 DDA 상결과는 행 세율의 50%로 세를 삭감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 (Lee, Sumner and 

Ahn, 2006). 한미 FTA 상에서는 상의 표가 궁극 으로 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 타결된다고 제할 경우 미국산 치즈의 세율은 0%로 귀결될 가능

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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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치즈의 국내 생산량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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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치즈 소비량은 치즈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농림부 ｢낙농편람｣

  본 논문은 앞으로 상되는 세 하락이 치즈시장에 어떠한 향을 가져오는가를 분

석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다. 세 삭감이 국내 농업 는 낙농품 반에 걸

친 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를 들어, 이용기 (1998), 임정빈 외

(2000), 김병률 외 (2003), 김배성 외 (2004), Ahn et. al (2006)),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와 함께 최근 들어 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치즈 시장을 상으로 세 하락의 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균형 체 모형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을 이용하여 치즈시장에 한 세 

하락의 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해 국내 치즈의 공 반응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2. 치즈의 공  반응함수 추정

  세율 인하가 치즈 시장에 어떠한 향을 가져오는 지는 치즈시장에 한 균형모형

을 수립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서는 수요와 공 곡선을 정의하여야 한다. 반

면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균형 체 모형을 이용할 경우 특정의 수요 

 공 곡선의 형태를 정의하지 않고도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가격이나 물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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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2 균형 체 모형에서는 다음 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내생변수 즉, 가격이나 물량의 변화분이 외생변수의 변화분과 수요  공  

탄성치와 같은 라미터의 함수로 정의된다. 따라서 균형 체 모형을 이용하여 세감

축과 같은 외생변수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수요  공

탄성치들에 한 정보가 필수 이다. 치즈수요에 해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수요탄성

치를 추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선행연구의 탄성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공 탄

성치의 경우 아직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사례가 없다. 세인하 효과의 분석을 해 특

정의 공 탄성치 혹은 특정범 의 공 탄성치를 가정하고 분석할 수 도 있으나, 공

탄성치 자체를 추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치즈의 공 탄성치

를 별도로 추정하고 이 추정된 값을 분석모형에 용하고자 한다.

  공 반응함수 추정에는 Cassels (1933)에 의해 정의되듯이 기술변화, 요소가격, 공

의 비 칭성, 경쟁품의 가격, 가격에 한 기 , 공 반응의 기간 등 많은 이슈들이 등

장하며, 이러한 특정의 이슈들에 을 맞추어 각기 다른 공 반응함수 추정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생산기술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공 의 

비 칭성도 고려하지 않기로 하며, Norlove (1958), Askari and Cummings (1977)  

Antonovitz and Green (1990) 과 같이 응  기 가설 (Adaptive Expectation)을 사용

한 공 반응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치즈의 공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1)            

여기서  는 t-1기에 기 하는 t기의 치즈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Xt는 치즈 공

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치즈생산자들이 장래의 치즈가격

에 한 기 를 어떻게 하느냐 인데, 이 논문에서는 치즈생산자들이 가격에 해 응

 기 를 한다고 가정하 다. 응  기 가설을 용하면 미래의 가격을 과거의 가

격을 바탕으로 기 를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균형 체모형은 Muth (1964)에 의해 고안되어 농업 경제학 분야에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몇몇 연구를 들면 Floyd (1965), Sumner and Wohlgenant 

(1985), Alston and Hurd (1990), Piggott, Piggott and Wright (1995), James and Aalston 

(2002) 등이 있다 (균형 체 모형을 사용한 를 보려면 Davis and Espinoza (1998)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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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t-1기에 상한 t기의 가격이며,   은 t-2기에 상한 t-1 기의 

가격이며, Pt-1은 t-1기에 실제로 실 된 가격이다. 따라서 응  기  가설을 채택할 

경우 t-1기에 상하는 t의 가격은 t-2기에 상한 t-1기의 가격에 t-2기에 상한 t-1기

의 가격과 실제 t-1기에 실 된 가격과의 차이의 일정부분 ()이 더해진 형태로 표시된

다는 것이다.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3 

(3)    
 

∞

        

실증분석에 용이하도록 식(1)을 변형하면 다음 식(4)와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식(3)을 

이용하여 식 (4)를 정리하면 최종 으로 식 (5)와 같은 형태로 응  기 가설하의 공

반응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4) 




(5) 



 

실증분석을 해서는 공 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Xt로 어떤 변수를 삽입할 것인가

에 한 단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원유가격을 Xt의 표 변수로 삽입하 다. 그 

까닭은 원유는 치즈의 원료가 되므로 원유가격은 치즈공 에 향을 미치는 요 변수

3 식(2)와 같은 방법으로 t-2기에 측하는 t-1기의 가격은

                 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식을 식(2)에 입하면, 

               
 --(**) 가 된다. 한편 t-3기에 측하는 t-2

기의  가격은                로 표시할 수 있고, 이를 다시 (**)

에 입하면,               
     

가 된다. 이

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

       
∞∞ ∞가 될 것인데, 마지막 

항은 γ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식(3)이 도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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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치즈의 공 량은 어들 것으로 

기 되므로 추정결과에서 기 원유가격에 한 추정계수는 음(－)의 값으로 도출 될 

것이며, 기 원유가격에 한 추정계수는 식(5)의  이 의미하듯이 양의 값으

로 도출 될 것이다. 그 외 실증 분석에서는 IMF 외환 기더미, 그리고 1987년을 기

으로 하는 더미 변수를 추가로 삽입하 다. 이철  (1996)  안병일 (2006)의 경우 

1987년 이후 치즈가 가공치즈와 자연치즈로 분리된 것을 반 하기 해 1987년도를 

기 으로 그 이 은 0 그 이후는 1로 하는 더미를 삽입하여 분석하기도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들 연구와 같이 1987년도를 기 으로 그 이후는 1이 되는 더미를 삽

입하 다.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별자료이다. 치즈가격은 통계청

의 치즈 가격지수를 사용하 으며, 치즈 생산량과 원유가격은 농림부 ｢낙농편람｣의 자

료를 이용하 다.4 실제 추정에는 비교를 해 다음 네 가지 모형을 사용하 다. 식(6)

과 식(7)의 차이 은 원유가격 Pm을 설명변수로 삽입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비

교하기 한 것이다. 식(6)  식(7)에 해 식(8)은 설명변수로 기의 치즈가격을 사

용한 경우와 기의 치즈가격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기 한 것이다. 이는 추정에 사

용된 자료가 연별자료라는 특성을 감안하기 한 것이다. 치즈는 종류에 따라 숙성기

간이 다양하지만 개 수개월에 걸쳐 있으므로, 치즈 생산의 주기를 1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5 이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이상 인 방법은 치즈 생산공정에 부

합하는 주기에 따라 t, t+1, t+2 기 등으로 나 고 이에 따른 가격  공 량 자료를 

확보하여 공 반응함수를 추정하는 것이겠으나, 앞서 언 한 로 치즈의 종류에 따라 

일률 인 생산주기를 할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의 안으로 치즈생산자들

이 기 하는 가격 를 t년도의 평균 치즈가격 (즉, )을 사용하여 식 (8)을 추가 으

로 추정하고 이의 결과를 식 (6)  식(7)의 추정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식 (6)  식

(7)은 미래가격에 한 기 와 1년의 시차가 반 되어 있으므로, 식(6)  식(7)로부터 

추정되는 치즈가격에 한 공 탄성치는 기가격을 사용하는 식(8)로 부터 추정되는 

공 탄성치에 비해 보다 장기 탄성치라고 해석 할 수도 있겠다.

4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평균값은 치즈공 량이 8600.7톤(표 편차: 8671톤), 치즈가격이 76.206 

(표 편차: 16.876), 원유가격이 393.31원/kg(표 편차 148.96원/kg)이다. 
5 를 들어 릭치즈는 숙성기간이 2~3개월이며, 체더치즈 (Cheddar Cheese)는 숙성기간이 

3~6개월이며, 스 스 치즈는 숙성기간이 10~12개월이며, 이탈리아 산 르메산치즈는 숙성기

간이 3~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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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6

  치즈 공 반응함수 추정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은 OLS로 하 으며 오

차항의 자기상 을 허용하기 해 Cochran-Orcutt의 반복추정법을 이용하 다. 식 (6)

의 추정결과를 타나내는 <모형 1>의 추정결과를 보면 추 계수들의 부호가 상과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즉, 기치즈가격에 해서는 공 량이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며, 기 치즈 공 량에 해서도 공 량이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기 원유가격에 해서는 치즈공 량이 음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 원유가격에 해서는 식 (5)를 통해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즉,  

    )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 기의 향을 나타내는 

d98더미에 한 추정계수는 상과 같이 음의 부호로 추정되며, 오차항의 1차 자기상

계수를 나타내는 추정 값 역시 식 (5)가 의미하듯 (즉,    ) 음의 부호로 도출

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응  기 가설을 채택하여 치즈의 공 량을 설명하는 것이 

실의 치즈 공 패턴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식 (7)의 추정결

과를 나타내는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역시 추정계수의 부호가 상과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식 (6)과 식 (7)의 추정결과를 보면 데이터기간의 평균치에서 계산한 

기치즈가격에 한 공 탄성치가 1.9244  2.0853의 값으로 매우 탄력 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식 (8)의 추정결과를 나타내는 <모형 3>의 결과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기간의 평균치에서 계산한 공 탄성치가 1.166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

의한 로 식 (8)이 식 (6)이나 식 (7)에 비해 좀더 단기 공 탄성치를 반 하는 것이라

는 을 암시한다.

6 식(8)의 경우 식(5)에서 EPt-1로 Pt를, Xt로 Yt-1, Pmt, d87, d98을 삽입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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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즈 공 반응함수 추정결과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 3

상수항
-12293

(6029)*

-14450

(3975.)***

-7475.7 

(3496.)***

Pt

( 기 치즈가격: 지수)

131.67

(76.83)*

Pt-1

( 기 치즈가격: 지수)

222.4

(120.6)*

241.01

(64.61)***

Yt-1

( 기 치즈생산량: 톤)

0.6530

(0.193)***

0.55215

(0.1225)***

0.8546 

(0.0984)***

Pmt

( 기 원유가격: 원/kg)

-20.845

(30.71)

-1.8048

(7.069 )

Pmt-1

( 기 원유가격: 원/kg)

18.071

(32.43)

d87

(1987년도 더미)

2159.4

(1726)

2425.4  

(1552.)

1213.5

(812.0 )

d98

(1998년도 더미)

-4508.4

(1891.)**

-4896.3

(1734. )***

-4085.5 

(1291. )***



(오차항의 1차 자기상 계수)

-0.0773

(0.1851)

-0.0798

(0.1851)

-0.6279

(0.1798)

R
2

0.9101 0.9081 0.9112 

가격탄성치
1)

1.9244 2.0853  1.166

주: 호안의 값은 표 오차이며, ***, **  * 는 99%, 95%  90%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1) 식(6) 이나 식(7)의 경우 공 량과 치즈 가격 간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들 경우에는 

∂Y t

∂P t-1

P t-1
Y t

로 공  탄성치를 계산하 다. 제시된 가격 탄성치는 데이터 기간의 평균치에서 계

산한 것이며, 식(6)과 식(7)의 추정결과를 이용한 탄성치 계산에는 기가격들의 평균을 사용하 다.

3. 세감축효과 시뮬 이션

3.1. 분석모형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하고 치즈를 동질 인 상품 (Homogenous Good)으로 가정

할 경우 치즈시장의 균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9)     , i=1,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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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j=1, ... J

(11)      

  식(9)는 치즈의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P는 치즈의 가격이며, 는 치즈수요에 향

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나타낸다. 식 (10)은 치즈의 국내공 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는 

치즈 공 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나타낸다. 식(11)은 치즈시장의 균형조건을 나

타내는 것으로 치즈수요량은 국내공 량 (Qs)과 수입된 치즈의 양 (M)의 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식(8)~(10)을 미분하고 각각의 미분한 식을 식(9)~(11)의 좌변에 있는 

물량으로 나 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9)’ 


  


 







7 

(10)' 


  

 







(11)' 


 


     

  

여기서 는 수요의 가격탄성치이며, 는 외생변수 zi가 수요량에 미치는 탄성치, 즉 







이고, 는 공 의 가격탄성치이며, 는 외생변수 vj가 공 량에 미치는 탄성

치, 즉 






이고, s는 체 수요량 에서 국내공 량이 차지하는 비율 (



)이다. 

치즈는 TRQ 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2005년 재 36%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즈시장의 균형가격은 수입가격(국제가격)에 세율을 더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12)       

여기서 Pe는 치즈의 수입가격이며, w는 세율이다. 식(12)를 미분 할 경우 이는 

        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식(9)'와 식(10)’가 포함하고 있는 

7 식 (9)를 미분 하면 dQ d=
∂f d
∂P

dP+∑
i

∂f d
∂z i

dz i 가 되며, 이 식을 Qd로 양변을 나 어 

주면 식(9)’를 얻을 수 있다. 식(10)’  식(11)’역시 동일한 방법을 통해 도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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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격의 비율  변화분, 즉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3) 





 
  

따라서 연립방정식 (9)'~(11)’, (13)을 풀면 내생변수 



, 



  

 은 외생변수 




, 

  

, 



( i=1, ... I ), 



( j=1, ..., J ) 와 리미터 , ,  ( i=1, ... I ) , (j=1, 

... J ), s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8 연립방정식 (9)'~(11)’, (13)은 따라서 내생변수의 

비율  변화가 외생변수의 비율  변화와 리미터들로 표시되는 균형 체 모형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9

3.2. 파라미터 및 시나리오

  에서 제시한 시뮬 이션 모형에서는 세감축 등의 향이 기 균형 값 비 

기 균형 값과 새로운 균형 값의 차이의 비율 (즉,      등)이 모형의 최종

인 해이고, 이를 구하기 해서는 외생  충격을 표하는 외생변수의 비율  변화

분과 기균형 값의 각종 라미터 값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시뮬

이션에 필요한 라미터는 수요  공 측면의 탄성치와 치즈의 총 소비량  국내 

공 량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감축 등의 외생  충격을 반 하기 해서는 

기 세율에 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수요측면의 라미터는 가장 최근의 연

구인 송주호 외 (2005)의 결과를 이용하여 치즈의 수요의 가격탄성치 -0.874를 이용하

기로 한다. 시뮬 이션을 한 기균형 값은 2004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치즈 소

8 균형 체 모형의 기본 인 원리는 기균형 에서 외생변수가 변할 때 이 효과를 외생변수의 

비율  변화 (log 변화)를 이용하여 기균형 에서 선형 근사시켜 새로운 균형 을 찾는 것이

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외생변수의 변화의 효과는 새로운 균형 을 형성하는데 모두 반 되

는 것이 아니라 모형에서 라미터로 취 하는 값(본 논문에서는 수요  공 탄성치, 수요량 

 국내공 량의 비  등)만큼의 가 치로 곱해져서 반 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9 모형의 최종 인 해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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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  국내공 량의 비 은 35% (소비량 63,596톤  수입량 41,351톤), 치즈의 수입

에 한 세율은 36% (2004  2005년 기 )를 이용하기로 한다. 치즈의 공 탄성치

는 <표 1>에서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탄성치 1.0와 2.0의 간 값 1.5를 이용하기로 

한다.

  시나리오는 수입가격에 한 측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변하지 않는 다

고 가정하고 (즉,   ), 행 세의 25%, 50% 삭감  100% 삭감 시나리오를 

주축으로 하기로 한다. 세율 50% 삭감은 향후 개될 도하 라운드의 논의결과로 귀

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변하는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며, 100% 세 삭감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FTA 정 시나리오를 변하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10 공 측

면에서는 국내 공 곡선의 상하 이동을 가져오는 외생 인 변화는 없다고 간주하기로 

한다 (즉,        ). 수요측면에서도 수요곡선의 상하 이동을 가져오는 

외생 인 충격은 없는 상황 (즉,        )을 가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

정을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세 감축의 효과만을 시뮬 이션하기 해서이다.11 

3.3. 관세감축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균형모형은 시나리오 분석이 용이하도록 GAMS를 이용하여 수립하 으며, 시뮬

이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치즈 수요의 가격탄성치를 -0.874, 치즈의 국내

공  탄성치를 1.5로 가정할 경우, 치즈의 행 세율 36%가 27%로 25%만큼 감축될 

경우 이는 치즈 가격(수입가격)의 6.6% 하락을 래하고 이 결과 국내 치즈 수요량은 

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내의 치즈 공 량은 9.9% 감소하는 한편 치즈 수입

량은 14.2%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치즈의 세율이 50% 감축될 경우 이는 치즈 

균형가격의 13.2%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 결과 치즈의 수요량은 11.6% 증가, 국내공

10 물론 FTA를 체결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치즈가 무 세로 미국으로부터만 수입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100% 삭감 시나리오는 FTA효과의 가장 극단 인 향을 보여 다고 해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11 설령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로 세감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 감축이 몇 

년 후에 일어날지 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세감축과 더불어 소득

이 를 들어 기 균형상태 비 5% 는 10%증가 할 것이라고 상하거나 는 원유가격

이 3%증가할 것이라고 이라고 임의로 상하는 것은 실과 매우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망하지 못한다면 실익도 없이 굳이 복잡한 시나리오를 설정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세감축의 효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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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19.9% 감소, 수입량은 28.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치즈 수입의 세가 철폐

될 경우 이는 치즈가격의 26.5%감소를 조래하며 그 결과 수요량은 23.1%증가, 국내 

공 량은 39.9% 감소, 수입량은 57%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표 2.  세 감축에 따른 치즈수요량  국내공 량 변화율 (%)

시나리오 수요량 변화율 국내공 량 변화율 수입량 변화율 균형가격 변화율

25% 세 감축 5.8 -9.9 14.2 -6.6

50% 세 감축 11.6 -19.9 28.5 -13.2

100% 세 감축 23.1 -39.9 57.0 -26.5

주: 변화율은 기 균형 값 비 변화분의 비율임.

  이러한 시뮬 이션 결과는 앞서 제시한 탄성치를 가정할 경우 치즈 시장을 완  개

방할 경우에도 국내의 치즈수요량은 25%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수입개방

의 향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을 말해주며, 치즈의 수입량 역시 재 수 의 

2배 는 3배 같이 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을 시사하고 있다. 

  <표 2>에서 제시한 시뮬 이션 결과는 특정 값의 수요와 공 탄성치에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만일 다른 값의 수요와 공 탄성치를 가정할 경우에도 치즈시장

에 한 세 감축이 국내 치즈 수요량에 미치는 향이 비교  다고 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해 다른 값의 수요와 공 탄성치를 가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이철  (1996)의 경우 치즈의 수요 탄성치를 -1.747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

도 분석에서는 앞서 실시한 시뮬 이션 보다는 탄력 인 -1.0, -1.5, -2.0의 수요탄성치

의 값을 사용하 으며, 공 탄성치는 앞서 공 반응함수로부터 추정한 장, 단기 탄성치

의 값 1.0과 2.0을 사용하 다. 

  민감도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  수요와 공 탄성치를 각각 -1.0과 

1.0으로 가정할 경우 25%, 50%, 100% 세 감축에 따라 치즈수요량과 공 량은 6.6%, 

13.2%, 26.5%씩 각각 증가와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며, 수입량은 13.7%, 27.5%, 

55%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요와 공 탄성치를 매우 탄력 인 -2.0과 2.0

으로 각각 가정할 경우 25%, 50%, 100% 세 감축에 따라 치즈수요량과 공 량은 

13.2%, 26.5%, 52.9%씩 각각 증가와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며, 수입량은 27.5%, 

55%, 100%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감도 분석을 해 가정한 탄성치들이 치즈시장의 수요와 공 을 변하는 합리

인 범  내에 있는 값들이라는 만 제된다면, <표 2>와 <표 3>의 분석결과를 종합

하면 25%의 세감축에 따라 수요량은 5.8%~1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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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요  공 탄성치에 따른 세감축효과 (%)

탄성치
세감축

시나리오

수요량 

변화율

국내공 량

변화율

수입량 

변화율

균형가격 

변화율

수요탄성치=-1.0

공 탄성치= 1.0

25% 감축 6.6 -6.6 13.7 -6.6

50% 감축 13.2 -13.2 27.5 -13.2

100% 감축 26.5 -26.5 55 -26.5

수요탄성치=-1.0

공 탄성치= 2.0

25% 감축 6.6 -13.2 17.3 -6.6

50% 감축 13.2 -26.5 34.6 -13.2

100% 감축 26.5 -52.9 69.2 -26.5

수요탄성치=-1.5

공 탄성치= 1.0

25% 감축 9.9 -6.6 18.8 -6.6

50% 감축 19.9 -13.2 37.7 -13.2

100% 감축 39.7 -26.5 75.3 -26.5

수요탄성치=-1.5

공 탄성치= 2.0

25% 감축 9.9 -13.2 22.4 -6.6

50% 감축 19.9 -26.5 44.8 -13.2

100% 감축 39.7 -52.9 89.6 -26.5

수요탄성치=-2.0

공 탄성치= 1.0

25% 감축 13.2 -6.6 23.9 -6.6

50% 감축 26.5 -13.2 47.9 -13.2

100% 감축 52.9 -26.5 95.7 -26.5

수요탄성치=-2.0

공 탄성치= 2.0

25% 감축 13.2 -13.2 27.5 -6.6

50% 감축 26.5 -26.5 55 -13.2

100% 감축 52.9 -52.9 110 -26.5

주: 변화율은 기 균형 값 비 변화분의 비율임.

으며, 국내공 량은 9.9%~1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상할 수 있고, 수입량은 

14.2%~2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반면 50% 세 감축에 따라 수요량

은 11.6%~26.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국내공 량은 19.9%~26.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수입량은 28.5%~55%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만일 즉각 으로 세가 모두 철폐된다면, 치즈의 수요량은 23.1%~5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국내 공 량은 39.9%~59.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치즈의 수입량은 57%~110%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세감축이 치즈이 수입량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국내 공 량에 

미치는 향이 수요량에 미치는 향보다는 클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12

12 공 탄성치 1.0~2.0은 치즈 공 탄성치의 범 를 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기와 이보다는 

단기 개념의 탄성치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단기 공 탄성치 1.0 아래서의 시뮬

이션 결과보다는 장기 공 탄성치를 2.0을 사용한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가 세감축의 보

다 장기 인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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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시뮬 이션 결과 해석의 한계

  본 논문은 최근 들어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요도가 커지고 있는 치즈시장에 

한 세감축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을 목 으로 비롯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뮬 이션 결과는 완 경쟁하의 소국을 가정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

반 으로 기 되는 결과와 합치하는 세감축에 따라 국내의 치즈공 량은 어들 것

이며, 수입량과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반 인 시뮬 이션 결과는 치즈 시장을 완  개방할 경우에도 치즈의 

수입량은 재 수 의 2배 는 3배 같이 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과 함

께 치즈의 수요량 역시 재 수 의 2배 는 3배와 같이 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수요  공 탄성치의 여하 그리고 세감축의 수

에 따라 국내 치즈의 공 량은 세감축에 따라 작게는 10%미만에서부터 크게는 

50%이상까지 공 량이 하락할 가능성을 본 논문의 시뮬 이션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시뮬 이션이 특정의 라미터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감축의 효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  가장 주의를 기울여 해석해야 할 부분은 세감축이 

국내 치즈 공 량에 미치는 향이다. 즉, 과연 향후 개될 DDA 상 는 FTA 상 

후에 실제 치즈 시장에서 국내생산 치즈공 량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로 감소할 것인가를 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앞서 제시한 시뮬 이션 결과는 순수하게 세감축의 효과만을 평가해 보았

다는 이 시뮬 이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며, 이와 련하여 치즈의 국제시장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역시 시뮬 이션 결

과 해석에 매우 요한 제이다. 치즈시장이 1995년 이후 세를 통해 완  개방되었

고 우리나라는 국제 치즈 시장에서 소국이라고 가정할 때, 본 논문의 균형모형처럼 치

즈의 수입가격은 국내 치즈 시장의 균형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5

년 이후 국내 치즈시장의 가격을 나타내는 치즈 소비자 가격지수는 꾸 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그동안 치즈의 수입가격이 꾸 히 증가하여 왔다는 을 암시하는 목이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향후에도 국제시장의 치즈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

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시장의 치즈가격 상승과 세하락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국내 치즈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할 소지도 존재하며 이러할 경우 국내산 

치즈 공 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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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시뮬 이션 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은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

모형  시나리오의 한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밝 진 연구가 없지만, 치즈의 경

우 시유와 체 계에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일 치즈와 시유가 체 계라면 

일방 으로 치즈시장에만 용되는 세감축시나리오만 용하는 것은 실제 세감축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DDA 는 FAT 상은 치즈 이외에도 다

른 낙농제품 시장에 해서도 유효하며 따라서 세감축은 시유와 기타 낙농제품에도 

같이 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재 (혹은 보완재)의 향까지 고려하는 보다 

확장된 모형과 시나리오 설정은 치즈시장에 한 세감축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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