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권 제4호: 151-167 151

한 ‧미 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향 분석: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

김성훈**  장도환***

Keywords
한미 FTA(Korea-U.S. Free Trade Agreement), 유가공품 시장(Dairy market), 치
즈(Cheese), 버터(Butter)

Abstract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a number of FTAs with other countries, in-
cluding Chile,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Singapore,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U.S. In particular, the FTA 
with the U.S. is expected to cause a huge impact on the food market as well 
as the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Many researches have analyzed and dis-
cussed about the impact on the agricultural sector after the Korea-U.S. FTA, 
but a very small number of studies focus on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the food mark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the Korean dairy market. For numerical simul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n the cheese and butter market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
sis in this paper will be helpful for future research since few, if any, studies 
conduct a numerical analysis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the Korean foo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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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  FTA를 계기로 국가 간 자유무역 정의 물꼬가 트인 이

후, 한‧EFTA1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2 FTA,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EU, 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 상이 진행 는 추진 이다. 그동안 체결되었거나 

상 비 단계에 있는 자유무역 정들은 우리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특히 가장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규모나 

향력 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상된다.

  FTA 체결에 한 국내  효과 분석은 농업부문에서 꾸 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

히 정부는 한‧칠  FTA 체결 이 부터 담 을 구성하고, 학계나 연구기  등과 함께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 분석과 책 마련을 지속 으로 진행하 다. 이

에 반해 FTA 체결에 따른 식품산업 분야의 향 분석은 그동안 체계 으로 진행되지 

못하 고 구체 인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미 FTA가 국내 

식품산업 는 시장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 연구는 곽창근 (200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곽창근(2007)은 한‧미 FTA 타결이 유가공품 시장을 포함한 

주요 식품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거시 으로 분석하 으나, FTA 타결 내

용과 국내 시장 상황에 근거한 개략 인 분석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에 FTA 

상 당사국인 미국의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일반

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 등을 이용하여 수리  분석 (Numerical Analysis)

을 통해 한‧미 FTA로 인한 한국과 미국의 부문별 향을 산업별로 분석하 다. 유가공

품 산업의 경우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유제품 수입액이 955%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제품 산업 생산액이 2.32% 감소하고 련 노동 수요가 2%정도 어들 것으로 

상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타결이 우리나라 식품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향을 유가

공품 시장에 한정하여 분석하 다. 유가공품 시장은 시장 규모가 2006년 기 으로 5조

 1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스 스,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의 4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국가는 EU에 가입하지 않

은 유럽 소강국임.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필리핀, 말

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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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원이고 식품가공품 체 시장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는 요 시장으로,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분석 결과가 나름의 시사 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도되는 치즈  버터 시장에 한 수리  향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련 논의의 출발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우리나라 유가공품 시장 황

  우리나라 식품가공품 시장과 유가공품 시장의 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2006년을 기 으로 각 식품가공품 시장의 부문별 황을 보면 유가공품 시장은 체의 

11.5%로 기타 식료품(27.2%), 곡물가공‧ 분‧사료(21.3%), 육가공(12.8%)에 이어 4번

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가공품 시장 규모의 변화를 1980년부터 2006년 동안 살펴보면 1980년 약 3

천 8백억원에서 2006년 약 5조 6천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하 고, 체 시장에서의 비

도 1980년 10%에서 12%로 확 되었다. 유가공품 시장의 확 는 국민 소득수 의 

향상과 서구화된 식생활 형성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식품가공품 시장의 부문별 황
단 : 억원, %

1980 1990 2004 2005 2006

액
1)

비 액
1)

비 액
1)

비 액
1)

비 액
1)

비

계 38,607 100.0 147,109 100.0 477,666 100.0 482,643 100.0 489,461 100.0

육가공 390 1.01 8,634 5.87 54,512 11.41 61,765 12.80 62,821 12.83 

수산가공 2,253 5.84 13,948 9.48 30,316 6.35 31,090 6.44 31,847 6.51 

과채가공 689 1.78 3,336 2.27 13,830 2.90 14,302 2.96 15,730 3.21 

식용유지 1,596 4.13 6,503 4.42 14,192 2.97 12,467 2.58 15,263 3.12 

유가공 3,850 9.97 15,276 10.38 50,858 10.65 55,880 11.58 56,265 11.50 

곡물가공‧

분‧사료
8,078 20.92 28,797 19.58 110,051 23.04 104,868 21.73 104,397 21.33 

기타식료품 13,653 35.36 43,144 29.33 125,870 26.35 131,323 27.21 133,131 27.20 

알코올음료 6,040 15.64 14,368 9.77 42,885 8.98 38,312 7.94 39,100 7.99 

비알콜음료 2,060 5.34 13,103 8.91 35,152 7.36 32,637 6.76 30,906 6.31 

  

  주: 해당 품목별 5인 이상 업체들의 매출(출하액)임.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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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비슷한 시장이 육가공 시장인데, 과거 채식 심의 식단이 변화함에 따라 육가

공시장의 시장 규모는 1980년 약 4백억원에서 2006년 약 6조 3천여억원으로 약 160배

로 증가하 고, 체 시장에서의 비 도 1980년 1%에서 2006년 13%로 증가하여 식품

가공품 시장 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알코올음료, 식용유지, 

기타식료품 시장의 비 은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를 보이고 있다.

3. 한 ‧미 FTA 체결에 의한 유가공품 시장의 향 분석

3.1. 유가공품 시장의 파급 효과

3.1.1. 유가공품 시장  교역 황 

  우리나라 유가공품의 국내 시장 규모  수입 황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먼  

국내 생산액이 가장 큰 시유의 경우, 국내 생산액은 18,337억원인데 체 수입액은 30

억원으로 시장 체의 0.2% 정도의 매우 낮은 수 이다. 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억원으로 체 수입 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3.5%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발효유의 국내 생산액은 13,275억원이며, 체 수입액은 7억원으로 시장 

체의 0.1%로 국산이 시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규

모는 1,300만원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 이다.

  분유와 아이스크림의 국내 생산액은 각각 5,122억원과 8,193억원으로 나타났고, 

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6.8%와 1.2%로 은 수 이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

하는 분유와 아이스크림이 체 수입 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2.3%와 20.2%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에 치즈와 버터의 경우는 체 수입액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31%로 

높게 나타났다. 치즈의 국내 생산액은 3,118억원인데 체 수입액은 1,398억원으로 시

장 체의 30.9% 정도이고, 버터의 국내 생산액은 398억원인데 체 수입액은 80억원 

정도로 시장 체의 16.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 치즈와 버터의 수입 액  미

국산이 차지하는 비 은 치즈가 1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버터는 0.1%로 미

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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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유가공품의 국내 시장  수입 황 (2006)
단 : 백만원, %

품  목
국산품 

출하액
1)

수입액2) 체 국내

시장 규모

(C)

체

수입액
3)
 (A)

(A/C)×

100

미국산 

수입액
3)
 (B)

(B/A)×

100

시유 1,833,679 3,014 0.2 105 3.5 1,836,693

분유류 512,215 37,525 6.8 851 2.3 549,740

치즈류 311,825 139,755 30.9 23,791 17.0 451,580

버터류 39,819 7,975 16.7 10 0.1 47,794

발효유

(요구르트)
1,327,496 733 0.1 13 1.7 1,328,229

아이스크림류 819,306 10,305 1.2 2,081 20.2 829,611

  주: 1) 국내 출하액은 통계청 자료임.

     2) 수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임.

     3) 달러당 955.51원 기  (2006년, 한국은행)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3.1.2. 유가공품에 한 한 ‧미 FTA 체결 결과

  한‧미 FTA 상 결과 내용이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탈지‧ 지분유‧연유의 경우, 

행 세를 유지하며 5천톤 내에서 무 세 쿼터를 제공하며 매년 복리 3%씩 증량하

는 것으로 합의하 다. 한 혼합‧조제분유는 10년, 유당은 5년 내 철폐된다.

  치즈는 7천톤 내에서 무 세 쿼터로 14년 동안 매년 복리 3%씩 증량하며 체다치즈

는 10년, 체다 이외의 치즈는 15년 내 철폐되는 것으로 합의하 다. 한편 버터는 10년, 

크와 크림은 10∼15년 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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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가공품의 품목별 상 결과

품  목 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 탈지분유ㆍ 지분유(176%/TRQ 20∼40%)‧연유(89/ TRQ 40%): 행 세

   - 무 세쿼터 제공 5천톤: 매년 복리 3% 증량

○ 혼합분유(36%):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10년 철폐

   - 무 세쿼터 9년 제공: 700톤, 매년 복리 3% 증량

○ 유당(49.5/TRQ 20%): 5년 철폐

치즈

○ 체다치즈(36%): 10년 철폐

○ 체다 이외의 치즈(36%): 15년 철폐

○ 치즈 무 세쿼터 14년 제공: 7천톤, 매년 복리 3% 증량

크와 크림

(36%)

○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과: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과: 10년 철폐

버터

(89%/40%)

○ 10년 내 철폐

  - 무 세쿼터 9년 제공: 200톤, 매년 복리 3% 증량

아이스크림 (8%) ○ 7년 내 철폐

유장

(49.5%/20%)

○ 식용: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 무 세쿼터 9년 제공: 3천 톤, 매년 복리 3% 증량

○ 사료용: 즉시 철폐

  주: (  )안은 행 세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계 부처 합동 

3.1.3. 한 ‧미 FTA 체결에 의한 유가공품 시장의  효과

  앞서 제시된 우리나라 유가공품 시장의 황과 수입 실태, 한‧미 FTA 상의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공품 시장의  효과를 직 으로 상해 보았다. 먼  유가

공품의 경우 수입액이 우리나라 체 공 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치즈 (30.9%) 와 버

터 (16.7%)를 제외하고는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 한 미국산 유가공품이 체 수입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아이스크림과 치즈가 각각 20.2%와 17.0%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치즈의 경우 한동안 미국의 국내 수입이 많았다가 호주나 뉴질랜드산 치즈에 

려서 수입 물량이 어든 상태인데,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상황의 

반 을 기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아이스크림도 국내 시장 진입 확 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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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 유가공품 산업의 변화를 측하면, 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 증 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측되고, 이는 국내 치즈업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버터의 경우는 미국산 버터의 비 이 낮아서 당장 국내 

시장 변화의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측되나, 잠재 으로 국내 버터업계

의 상당한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유는 미국산 제품이 수입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수입시장 구조의 

재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유의 수입 액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낮아 당장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분유)의 경우 수입산이 체 공 액에서 차

지하는 비 은 약 20% 정도인데, 이  미국산은 체 수입액의 3% 수 인 것으로 나

타났다.3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미국산 원유(분유)의 국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이를 소비하는 국내 련 유가공업체에게 어느 정도 정

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2. 모형을 통한 영향 분석

3.2.1. 분석 상  모형의 선정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유가공품 시장에 미친 향을 보다 구체 으로 분석하

기 해 모형을 통한 수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상 시장으로는 치즈 시장과 버터 

시장을 선정하 는데, 이들 시장이 수리 분석에서 표성을 지녔다고 단되었기 때문

이다. 를 들어, 우리나라 치즈와 버터시장은 다른 유가공품 시장에 비해 수입산의 

유율이 가장 높아 재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 유가공품의 경합 계가 쉽게 찰될 

수 있는 시장들이다. 한 치즈와 버터는 수입산 유가공품  미국산의 비 이 높고(치

즈: 17.8%) 낮은 품목(버터: 0.1%)들로 나타나,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유가공품

의 수입 조건 변화가 야기하는 효과를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분석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

  FTA 체결과 같은 시장 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일반

연산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총량모형(KREI-ASMO), 부분

3 련 업계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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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 등이 많이 활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분균형모형인 

EDM(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을 채택하 다. 부분균형모형의 경우 국가 체 

산업을 종합 으로 분석하는 일반균형모형과 달리 특정 산업을 상으로 자세하게 분

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무역 상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미치는 특정 산업의 향

을 분석하기 해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한 사례는 매우 많은데, 최세균 외 (2006)의 연

구와 Summer 외 (1999)의 연구가 표 이다.

  EDM을 통한 한‧미 FTA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먼  련 라미터 수치

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표 인 라미터로는 국산, 미국산, 기타 수입국산 유가공품

들의 수요 탄성치들이 있는데, 이에 한 선행 연구 결과가 드물기에 직  추정하거나 

가정할 필요가 있다.4  수요 탄성치의 경우 자체가격탄성치와 교차가격탄성치로 나

어지는데, 추정을 해 로그함수 모형5과 LA/AIDS 모형 (The 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6을 용하여 추정치 도출을 시도하 다.

 4 국산 유가공품의 자체수요 탄성치를 추정한 연구로는 이철 (1997), 송과 섬  (Song 

and Sumner) (1999), 백종희 외 (2002), 정경수 외 (2003), 송주호 외(2005), 안병일 

(2006) 등이 있으나, 수입산 유가공품의 탄성치를 추정한 연구는 매우 음.

 5 시뮬 이션 분석에 사용될 라미터(탄성치) 추정을 해 로그함수(Log-Log Function)

를 이용한 단순 회귀분석(OLS)을 실시하 는데, 함수의 기본 형태는 아래 식 (1)과 같

음. 식 (1)을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로그함수 형태로 환하면 식 (2)와 같은데, 여기서 

추정된 계수를 탄성치로 사용하게 됨.

(1) Yi=f(Pi,Pk, I)

(2) lnYi=ζlnP i+κlnP k+ξlnI
Y= 물량

Pi= 품목별 가격  (i = 한국, 미국, 미국 외 수입국)

Pk= 한국산 가격

I = 소득

 6 LA/AIDS 모형의 기본 형태는 아래 식 (3)과 같은데, LA/AIDS 모형을 이용하여 유가

공품목별로 한국산, 미국산, 미국 외 기타국산으로 구분된 각각의 가격과 생산량을 변

수로 넣고 탄성치들을 추정하 음.

(3) S k=α
k+∑

n

j

γ
kjlnp j+β

kln(
M
P )

             P: 스톤의 가격지수 (Stone's price index), lnP = Σ Sl lnpl

             Sk: k 번째 상품의 지출 몫 (Expenditure share)

             pk: k 번째 상품의 가격

             M: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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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DM 모형

  한‧미 FTA의 상 결과가 유가공품 시장(구체 으로 치즈  버터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모형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 국산 유가공품 수요함수: XdDi=d Di (P Di, P Ui, P Oi)

(2) i 미국산 유가공품 수요함수: XdUi=d Ui(P Di, P Ui, P Oi)

(3) i 기타 수입국산 유가공품 수요함수: XdOi=d Oi (P Di, P Ui, P Oi)

(4) i 유가공품의 국내 체 수요: XdTi=X
d
Di+X

d
Ui+X

d
Oi

(5) i 국산 유가공품 공 함수: XsDi=s Di (P Di)

(6) i 유가공품의 국내시장 균형조건: XdTi=X
s
Di+X

s
Ui+X

s
Oi

(7) i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가격: P Ui=P Wiω i  

(8) 세 조건: ω i=1+τ i

  우선 식 (1)은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수요를 정의하는 함수로 국산 유가공품의 수

요는 자체 가격( PDi )뿐만 아니라 서로 체 계가 있는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수입 

가격( PUi )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 수입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수입 가격( Poi )의 향을 

받는 것으로 규정했다.7 식 (2)와 (3)은 각각 i 번째 미국산 유가공품의 수요와 i 번째 

기타국산 유가공품의 수요를 정의한 식인데, 각각의 수요가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체재 가격의 향을 받게 됨은 식 (1)과 같다. 이를 통해 한‧미 FTA 체결을 통한 미국

산 유가공품의 세인하로 하락하는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수입 가격이 국산  기

타국산 유가공품 수요에 향을 미치게 된다.  

  식 (4)는 i 번째 유가공품의 국내 체 수요(XdTi)
8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7 여기서, 첨자 “d”는 수요(demand)를 의미하고, 아래첨자의 “D”, “U”, “O”는 각각 국

내(domestic), 미국(US), 기타 수입국(other countries)을 지칭함. 한 아래첨자 “i”는 i 

번째 유가공품(즉, 치즈나 버터 등)을 나타냄.

 8 여기서 아래첨자 “T”는 체 수요(total)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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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번째 유가공품의 소비를 해 국산(XdDi), 미국산(XdUi), 기타국산(XdOi)  일부 는 

부를 소비함을 반 한다. 식 (5)는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공 을 정의하는 함수로 

국산 유가공품의 공 (XsDi )
9은 자체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결정됨을 나타낸다. 본 모형

에서는 미국산 유가공품과 기타국산 유가공품의 공 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나라 시장의 변화가 세계 시장(World Market)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소국

(Small Country)가정에 따른 것이다.

  식 (6)은 i 번째 유가공품의 국내 시장 균형조건 (Market Clearing Condition)을 나타

낸다. 즉 i 번째 유가공품의 체 수요량(XdTi)은 국산 공 량(XsDi), 미국산 공 량

(XsUi), 기타국산 공 량(XsOi)의 합과 같게 된다. 끝으로 식 (7)과 (8)은 i 번째 미국산 

유가공품의 세( τi)의 변화가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가격에 미치는 향을 정의하

고 있다. 즉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가격( PUi)은 세계 가격( P Wi )
10에 세가 더해진 

가격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유가공품

의 국내 가격과 세계 가격은 서로 같아지게 된다.

  이상의 모형을 용하여 한‧미 FTA의 상 결과가 유가공품산업에 미치는 향을 

수리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분석을 해 기본 모형의 식 

(1)∼(8)을 각각 미분한 다음 탄성치 형태로 변환하면 다음의 식 (1)'∼(8)'과 같이 나

타나게 된다. 여기서 “E”는 비율  변화분 (Proportional Change)을 나타낸 것으로, 

EXdDi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향이 발생하기 의 기 값에 한 한・미 

FTA 체결로 변화한 값의 비율(
dX

d
Di

X
d
Di0

)을 나타낸다.

(1)' EXdDi=η
DDiEP Di+η

DUiEP Ui+η
DOiEP Oi

(2)' EXdUi=η
UDiEP Di+η

UUiEP Ui+η
UOiEP Oi

(3)' EXdOi=η ODiEP Di+η OUiEP Ui+η OOiEP Oi

(4)' EXdTi=ψ
DiEX

d
Di+ψ

UiEX
d
Ui+ψ

OiEX
d
Oi

(5)' EXsDi=ε
iEP Di

(6)' EXdTi=θ
DiEX

s
Di+θ

UiEX
s
Ui+θ

OiEX
s
Oi

 9 여기서 첨자 “s”는 공 (supply)을 나타냄.
10 여기서 아래첨자 “W”는 세계(world)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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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P Ui=Eω i 

(8)' Eω i=φEτ i  

  비율  변화분 형태로 환된 방정식 (1)'∼(8)'에서 새로운 라미터가 발생하 는

데,  식 (1)'∼(3)'의 η는 수요에 한 가격 탄성치를 의미한다. 를 들어 식 (1)'의 

η
DDi(=

∂X
d
Di

∂P Di

P Di

X
d
Di )과 η

DUi(=
∂X

d
Di

∂PUi

P Ui

X
d
Di )은 각각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수요에 

한 자체가격탄성치와 교차가격탄성치를 나타낸다. 식 (4)'에서의 ψ는 체 국내 수요

에 한 해당 유가공품 수요의 비 을 의미한다. 를 들어,  ψ
Di(=

X
d
Di

X
d
Ti )는 i 번째 유

가공품의 국내 체 수요  국산 유가공품 수요의 비 이다.

  식 (5)'에서 ε
i(=

∂s Di
∂PDi

PDi
s Di )는 i 번째 국산 유가공품의 공 탄성치이고, 식 (6)'에서 

θ는 체 국내 수요에 한 해당 유가공품 공 의 비 을 의미한다. 를 들어,  

θ
Di(=

X
s
Di

XdTi )는 i 번째 유가공품의 국내 체 수요  국산 유가공품 공 의 비 이다.  

한, 식 (8)'에서 φ(=
τ
i

1+τ
i
=

τ
i

ω
i )는 세의 비 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 식 (1)'∼(8)'로 변화된 모형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 분석(Simulation Analysis)

을 통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유가공산업의 향을 분석하 다.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세율 변화는 식 (8)'의 Eτ i 값을 통해 악할 수 있다.

3.2.3. 분석 결과

가. 파라미터 수집 및 추정

  먼  탄성치 추정을 한 기  자료의 수집을 해 품목별로 가격과 물량 자료를 조

사하 다.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과 물량 자료는 낙농진흥회, 한국유가공 회, 통계청의 

련 통계자료와 유가공품 생산 업체의 내부 자료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 다. 한편 미

국산과 미국 외 기타국산의 가격과 물량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통계

자료 등을 가공하여 사용하 다.

  다음으로 시뮬 이션 분석에 사용될 라미터 값의 선정을 해 분유, 치즈,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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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한 자체가격탄성치와 교차가격탄성치를 추정하 다.11 자체가격탄성

치의 경우 로그함수 모형과 LA/AIDS 모형의 월별 자료와 연도별 자료를 참고로 각각 

추정한 결과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들의 범 를 선정하 는데, 구체 인 

내용은 <표 4>과 같다. 추정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버터의 수요에 한 자체

가격탄성치는 추정치의 범 가 다른 경우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나 추정 결과의 신뢰도

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버터의 자체가격탄성치의 크기는 국산, 

미국산, 기타 수입국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버터의 경우 국내 시장가격에 한 

수요의 반응이 국산 버터가 가장 민감하고, 미국산과 기타 수입국산이 뒤를 잇는 것으

로 단된다. 

표 4.  유가공품의 수요에 한 자체가격탄성치

국산 미국산 미국 외 기타국산

분유 - 1.095∼- 0.445 - 0.830∼- 0.497 - 0.763∼- 0.717

치즈 - 0.881∼- 0.214 - 0.939∼- 0.428 - 0.771∼- 0.711

버터 - 1.369∼- 1.067 - 0.817∼- 0.798 - 0.796∼- 0.773

아이스크림 - - 0.798 - 0.698

주: 1) 탄성치 추정치들은 1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2) 국산 아이스크림의 자체가격탄성치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자체가격탄성치  국산 유가공품의 자체가격탄성치 추정결과

와 선행연구를 비교해보면, 분유의 경우 송주호 외 (2005)의 -1.8718과는 차이가 있었

으나 안병일 (2006)의 -0.512와는 유사성을 보 다. 치즈의 경우 송주호 외 (2005)와 안

병일 (2006)의 -0.874는 본 연구에서 추정 결과의 범 에 들어갔으나, 이철  (1997)의 

-1.66과 송과 섬  (Song and Sumner) (1999)의 -1.44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 다. 끝

으로 버터의 경우 송주호 외 (2005)의 -1.844와는 차이를 보 으나 안병일 (2006)의 

-1.141과는 유사성을 보 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시뮬 이션 분석을 한 자체수

요 탄성치의 라미터 값으로 <표 4>에 제시된 품목별 자체탄성치 범 의 간 값을 

채택하 다. 

  한편 분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에 한 국산과 미국산, 국산과 기타국산, 미국산

과 기타국산에 한 수요의 교차가격탄성치는 LA/AIDS 모형을 월별 자료와 연도별 자

11 탄성치 추정을 한 컴퓨터 로그램 패키지는 SHAZAM을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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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가지고 추정을 시도하 는데, 추정 결과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가 었다. 

따라서 체 유가공품에 한 자료를 가지고 교차가격탄성치를 추정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참고하여 시뮬 이션 분석을 한 라미터 값을 설정하 는데, 

구체 인 값은 <표 5>와 같다.

끝으로 공 탄성치는 별도로 추정을 하지 않고, 선행연구의 추정 결과치를 그 로 활

용하 다. 즉 송주호 외 (2005)에서 제시된 공  가격 탄성치(0.7722)를 본 시뮬 이션 

분석을 한 라미터 값으로 사용하 다.

표 5.  유가공품의 수요에 한 교차가격탄성치

국산 미국산 미국 외 기타국산

국산 - 0.135 0.149

미국산 0.135 - 0.269

미국 외 기타국산 0.149 0.269 -   

  주: 탄성치 추정치들은 1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나. 시뮬레이션 분석

분석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치즈  버터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표 6>와 같다. 즉 미국산 유가공품의 행 세를 FTA 발효와 동시에 즉

시 철폐할 경우의 향을 측정하는데, 이는 외부 충격이 한 시 에 발생할 때의 향을 

분석하는 정태모형(Static Model)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치즈와 버터에 

한 한‧미 FTA 합의 내용에는 세 철폐 로드맵이, 세 철폐를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시뮬 이션 분석 결과가 실제와 오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 인 품목별 행 세 기 을 보면, 치즈와 버터의 경우 세부제품에 한 세

율이 유사하여 표품목의 세율을 시뮬 이션 분석을 한 행 세 기 치로 설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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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품목별 시나리오

품  목 시나리오 내용

치즈 행 세(36%)를 즉시 철폐

버터 행 세(89%)를 즉시 철폐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치즈 시장과 버터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12  치즈 시장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행 세가 즉시 철폐될 때 

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가격은 26.5% 하락하여 국내 수요가 1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타 수입국산 치즈에 한 세는 고정되어 국내 수입가격의 변

화가 없으므로 기존 거래량의 8.3%가 감소하여 기타 수입국산 치즈 수요의 일부가 미

국산 치즈로 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산 치즈의 가격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치즈의 국내 시장 가격 하락의 향을 받아 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거래량 증가율은 0.8%로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국

산 치즈의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일부 수요 증가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국내 치즈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225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06

년 매출액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3  

  한편 버터의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행 세의 즉시 철폐 시 미국산 버터의 

국내 수입가격은 47.1% 하락하여 국내 수요가 3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타 수입국산 버터에 한 세는 고정되어 국내 수입가격의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거래량의 14.0%가 감소하여 기타 수입국산 버터에 한 국내 수요의 일부가 미국

산 버터로 체됨을 알 수 있다. 한, 국산 버터의 가격은 8.9% 감소하고 거래량은 

4.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앞서 논의한 치즈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산 버터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국

내 버터산업의 매출 감소액은 19억원인데, 이는 2006년 매출액의 4.8%에 달하는 것으

12 시뮬 이션 분석을 한 컴퓨터 로그램 패키지로는 GAMS를 사용하 음.
13 미국 국제무역 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서 부분균형모형

을 통해 2001년을 기 으로 당시 세(39.25%)를 철폐할 때 시장 향을 분석한 경우, 

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량이 64% 증가하고, 기타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량은 1% 감

소하며, 국산 치즈 생산은 1% 미만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측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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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었다.

  <표 7>에 제시된 시뮬 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한‧미 FTA 상 결과가 국내 치즈와 

버터 시장에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 다. 즉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유가공품의 국내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러한 외생  충격은 상호 경합 계인 국산

과 기타수입국산 유가공품의 수요 등에 향을 일으키게 된다. 한‧미 FTA 체결이 유가

공품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궁극 으로 국내 산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시뮬 이션 분석 결과에서는 버터보다 치즈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일 것이나, FTA 체결로 철폐되는 

세율의 크기, 유가공품의 탄성치, 국내 유가공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유가공품

의 비  등이 요한 요인으로 상호 작용하 을 것으로 단된다. 

표 7.  시뮬 이션 분석 결과
1)

세 즉시 철폐 시의 향 치즈 버터

가격변화율

국산 -7.9% -8.9%

미국산 -26.5% -47.1%

기타 수입국산 - -

거래량 변화율

국산  0.8% 4.5%

미국산 17.0% 36.8%

기타 수입국산 -8.3 % -14.0%

국내 산업의 출하액 (2006년)2) (A) 3,118억원 398억원

세 철폐로 인한 매출 감소액 (B) 225억원 19억원

(B/A)×100 7.2% 4.8%

주: 1) 의 표는 FTA 타결 결과가 즉시 이행된 경우 우리나라 치즈  버터 시장(2006년 기 )의 향을 

분석한 결과임.

   2) 국내산업의 출하액은 통계청 자료임(http://www.kosis.kr).

시뮬레이션의 한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뮬 이션 분석은 국내 시장에서 국산, 미국산, 기타 수입국산 

치즈와 버터 완제품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 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산 치즈와 버터 완제품의 국내 수입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시장 충격이 개별 

국내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의 매출 감소액을 추정하 다. 본 시뮬

이션 분석에서는 수입되는 유가공품이 다른 유가공품 생산을 한 투입재(inpu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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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상황은 반 하지 않았다.  

  앞서 언 하 듯이, 시뮬 이션 분석에 용된 모형은 정태모형으로 한‧미 FTA 체

결로 인한 미국산 유가공품의 세 장벽이 장기간에 걸쳐서 완화되는 과정을 반 하지 

않았다. 분석에서는 품목별 행 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상정하 는데, 이는 실

제 세가 완  철폐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것을 반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즉, 한‧미 FTA 체결 후 세 철폐의 시장충격이 수년에 걸쳐 차등 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최종 완료되는 시 까지의 국내외 산업의 동태 인 반응이 반 되지 않아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향이 과다 는 과소하게 계측될 가능성이 있다.  

4. 요약  결론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지속 으로 성장·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변화에

는 내외 인 요인들이 다양한 향을 미치게 된다.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도 

표 인 변화 요인 의 하나인데, 최근 체결된 한‧미 FTA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식

품산업에도 지 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미 FTA 체결이 농업에 미치는 향 분석에 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진행된 반

면, 한‧미 FTA가 식품가공산업 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구체 으로 논의한 연구는 

매우 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체결이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향을 치즈와 

버터 시장을 심으로 논의하 다.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시뮬 이션 분석 결과, 한‧미 FTA 체결 이후 치즈와 버터의 

행 세가 면 철폐될 경우 미국산 치즈와 버터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증가가 발생

하고, 이는 국산 치즈와 버터의 시장 잠식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

로 국산 치즈와 버터의 거래량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신, 가격이 

8∼9% 하락하여 국내 치즈와 버터산업의 매출액이 각각 7.2%와 4.8% 감소하게 될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과 라미터들의 한계로, 보다 정확한 한‧미 FTA 체결의 

 효과 계측은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한‧미 FTA가 유가공 시장에 미치는 향에 한 방향성을 략 이나마 제

시해주고, 추후 연구를 한 출발 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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