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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최근 한·

호주 FTA까지 48개국과 11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국의 수입 비중은 2004년 1.1%에서 2012년에는 무려 53.5%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수입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입농산물만의 새로운 유

통체계가 구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현재의 불합리한 수입구조 및 비효율적 유통과정에 

기인하여,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관세인하의 혜택이 수출국이나 수입 및 유통업자에게 집

중되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

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단계부터 소비단계

에 이르기까지 수입시장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수입

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특혜

관세 인하 혜택이 경제주체 각각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수

입농산물의 유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입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방향

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협조

하여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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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최근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

입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입농산물만의 새로운 유통체계가 구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철폐가 수입원료

의 구매비용 절감, 수입농산물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및 물가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주요 수입

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현재의 불합리한 수입구조 및 비효율적 유

통과정에 기인하여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 및 실

태를 파악하고,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

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가 각 경제주체의 후생에 어떻게 영

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통계 분석, 유통경로 및 유통마

진 분석 등 포괄적 분석을 통해 수입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

시장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였다.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 효

과와 수입농산물의 시장지배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수입물량과 수입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

및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 모형, 그리고 수입가격 반응함수

를 각각 적용하였다. 끝으로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

가격 변화와 수입농산물만의 새로운 유통체계가 사회적 후생 변화에 어떻

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균형대체모형(EDM)을 활용하여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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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여 FTA 관세인하 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정부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와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까지 47개국을 대상으로 

10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이 결과, 협정체결 당사국에게 주어지는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로 인해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국 수입비중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FTA로 차별적인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총후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이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국산 수입농산물의 국내도입가격이 FTA에 의한 관세인하 폭만큼 

하락하지 않는 것은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의 관세

인하 혜택 및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출업자가 실질적인 시장지배

력을 보유하면서 체결국 산지에서 미리 수출단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을 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요인으로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관세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수입유통업자들의 유통마

진에 흡수되면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에 의한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

통마진을 비교한 결과 도입가격은 수입산 포도가 17%, 오렌지가 40% 하

락하였으나 도소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증가하여 소비자가격은 

FTA 이전보다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FTA

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증대보다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수출업체와 중간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 폭이 더욱 확대된 것에 기인하여 기대했던 것만

큼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에 대해 독과점 폐해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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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장지배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수입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특정국 및 기체결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뉴질

랜드 FTA 및 TPP 협상 등 자유무역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함으로써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수출국 간 경쟁을 유발시켜 수입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통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유통업체는 수

입원가와 판매가격의 변화 없이 유통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독과점 규제조항 및 공정거래법을 통한 합리적 수준

의 규제가 필요하다. 수입유통업체 및 대형 할인유통업체의 수입 및 판매

물량의 조절과 초과이윤 취득을 통한 가격 결정 등의 독과점적 폐해가 심

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점 및 담합 여하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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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fare Analysis of Economic Agents and Distribution
Analysis of Majo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fter
FTA

Background of Research 
Due to the recent and simultaneous FTAs,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thus show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distribution system exclusively for im-
ported agricultural groups from import to consumption. In partic-
ular, the reduction and removal of customs with the signing of 
the FTA has been judged to partially contribute to improving 
welfare for consumers and stabilizing market prices thanks to the 
drop in consumer prices resulting from lower purchasing costs of 
imported ingredients and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in the case of some major imported agricultural prod-
ucts, the benefits of lower customs have contributed to an irra-
tional import structure and inefficient distribution process, thus 
not being able to lower consumer prices as expected.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to let the reduced cus-
toms tariffs be reflected in actual consumer prices, it is neces-
sary to first identify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status of the 
current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fterwards, the changes 
in the import quantity and price of majo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before and after the FTA should be evaluated by dis-
tribution stage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TA on the 
welfare of each economic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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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Research
After the FTA has gone into effect, the import market dis-

tribution structure and price decision structure from the import 
stage to the consumption stage was analyzed through the com-
prehensive analysis of import statistics, distribution channel and 
distribution margin analysis of majo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lso,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ustoms tariffs reduction effects and the market dom-
inance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fter the FTA on 
changes in the import quantity and import price, trade creation 
effects and trade diversion effects models, as well as import 
price response functions were applied. Lastly, in order to exam-
ine how the change of import quantities and import prices of im-
ported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the above FTA, as well as the 
new distribution system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ffect 
changes of social welfare,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was utilized to identify the changes of import quantity 
and prices for majo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before and 
after the FTA by each distribution stage. By doing so, the effects 
of the FTA customs reduction on welfare changes of economic 
agents per distribution stage and the price changes and dis-
tribution margins per distribution stage for producers, consumers, 
wholesale and retail importers, and the government were com-
pared and analyz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signing the Korea-Chile FTA, Korea has signed a total 
of 10 FTAs with 47 countries, and due to the preferential tariff 
given to the countries with which the agreement was signed, the 
amount of agricultural products imported from FTA countries 
rose vastly. Accordingly, it was expected that the discriminative 
tariff reduction benefits resulting from the FTA would lead to a 
drop in consumer prices and thus increase the genera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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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However,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major im-
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fter the FTA, customs reduction 
benefits did not lead to drop in consumer prices as much as it 
was expected to. 
  A major reason why the domestic prices of imported agricul-
tural products from FTA countries did not drop as much as the 
drop in tariffs due to the FTA is that after signing the FTA, 
based on the tariff reduction benefit and high market share in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 market, they held practical market 
dominance. Thus, they upward adjusted the export price in the 
country of origin and took part of the benefits of reduced tariffs 
for themselves. Another factor is that a considerable part of the 
tariff reduction effect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FTA was absorbed as distribution margins by the importers, 
and thus was unable to lead to consumer price drops, while the 
consumer surplus decreased.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upon comparing the price change and distribution 
margin per distribution stage, the introduction price of import 
grapes dropped by 17% and oranges by 40%. However, the dis-
tribution margin increased in the wholesale and retail stages, and 
thus the consumer prices rose more than prior to the FTA, caus-
ing a reduced consumer surplus. The same results were found in 
the cases of imported beef and pork.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 FTA effects were not as positive as expected due to the 
increased distribution margin for import distributors and ex-
porters having a monopolistic position, instead of increased con-
sumer welfare.
  Therefore, it is first necessary to provide a policy that can 
fundamentally resolve the market dominance issue focusing on 
the monopoly effects for the market and distribution structure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ccordingly, in order to prevent 
the domestic market dominance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from being concentrated in specific countries or countries with 
FTA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sign fre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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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e currently pursued Korea-China, Korea-Canada, 
Korea-Australia, Korea-New Zealand FTAs and TPPs to diversi-
fy import channels creat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us 
lowering import prices. On the other hand, if the market domi-
nance of distribution companies is too strong, the distribution 
companies will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their distribution 
profits without changing the import price and sales price. Hence, 
certain levels of regulations are necessary through the con-
stitution's monopoly regulations and the fair trade act. 
Adjustments of import and sales quantities of import distributors 
and discount distributors, price-determining through the acquis-
ition of surplus profits, and other monopolistic behaviors should 
be regulated as monopoly or collusion. In conclusion, assertive 
efforts by the government as stated above are necessary to max-
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FTA and effectively respond to 
its negative effects.

Researcher(s): Lee Byoung-hoon, Song Joo-ho, Moon Han-phil, Chung 
Dae-hee, Park Han-Ul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bh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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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이후 2013년 6월 현재 우

리나라는 총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중 한·콜롬비아 FTA

를 제외한 9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

국 수입 비중은 2004년 1.1%에서 2012년에는 무려 53.5%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통체계가 형성되

어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다(권원달 1991, 2). 뿐

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신선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

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생산, 공급 그리고 가격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측면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철폐가 수입원료의 구매비용 절감, 수입농산물 가격 하

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및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일부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의 혜택이 현재의 불합리한 수

입구조 및 비효율적 유통과정에 기인하여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

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례로 한·칠레 FTA발효 이후 포도

주에 대한 관세는 2009년도에 철폐되었고, 또한 관세액과 연동되어 부과되

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세 등 내국세 또한 대폭 감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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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EU FTA 발효 이후 삼겹살에 대한 관세는 상당 수준 인하되었

으나 소비자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FTA 추진

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수입독

점, 현지 수출업자의 수출단가 상향 조정, 수입농산물의 수요증가, 수입·유

통업자의 초과이윤 확대, 환율상승, 수입·유통업체 담합 등 여러 가지 요인

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통전문가 및 언론

매체들은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도소매 수입·유통업자가 저렴해

진 수입농산물에 필요 이상으로 높은 유통마진을 붙여 과도한 초과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결국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수출단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관세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

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인하의 혜택이 수출국이나 수입 및 유통업자에게 집중되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인

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수입농산물의 유통체계 흐름과 가격결정구조상 비

효율적 요인과 문제점 등에 대해 수입농산물의 국내 도입단계부터 소비단

계까지 전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이 독과점적 수입·유통업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집중되고 있는지 유통마진 계측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정부 등 유통단계별 각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농축산물의 수입 및 유통실

태를 분석하여 수입 및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수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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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특혜관

세 인하 혜택이 경제주체 각각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입농산물의 유통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입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3.1.선행연구

3.1.1.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Viner(1950)는 FTA 체결 이후 교역의 증대 원인이 새로운 체결국으로부

터의 무역창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비체결국으로부터 무역전환

을 통해 이뤄졌는지 밝혀내기 위해 최초로 수입수요함수를 분석에 활용하

여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계측하였다. 이후 FTA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중력

모형 형태로 발전하였다. Clausing(2001); Susanto et al.(2007); Magee(2008);

Plummer et al.(2010); Vollarth et al.(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국내 연구

로는 민혁기 등(2011)과 배찬권 등(2012)의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지

만 전체 교역 중심으로 농산물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FTA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는 김성훈, 장도환(2008);

김윤식, 최세균(2007)이 있다. 김성훈, 장도환(2008)은 한·미 FTA 체결이 

유가공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품목인 치즈 및 버터산업에 대한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유가공품이 기타 수입국의 제품

을 일부 대체하고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매출액을 감소시

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김윤식, 최세균(2007)은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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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국내산 가격과 칠레산 수입량과의 관계를 계측하였

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이후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의 증가로 국내산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인하 효과만을 계측한 결과 국내 

시설포도산업의 생산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인

하라는 FTA 효과 외에도 수출가격 변화, 환율 하락, 국내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므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하였다. 이대섭 등(2009)은 곡물메이저들의 국제시장 및 우리나라 곡물 수

입시장에서의 역할 분석 및 곡물 수입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해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원산지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국제곡물가격의 국내

전이 효과 및 곡물메이저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병일(2006)은 관세감축 효과를 불완전경쟁하에서의 가공산업에 적용

하여 국내 공급자가 수입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자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불

완전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수

입량은 관세의 감축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상곤, 송주호(2008)는 품목별로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가격전이

계수 추정 및 비교를 통해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가격전이 정도를 각

각 분리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각 유통단계별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

쳤는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심춘수 등(2006)은 우리나라 주요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유통경로와 유통비용 측면에서 가격의 동태적 비대칭성을 분

석하는 한편,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가격전이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유통마진 중 상인의 이윤이 축산물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결론짓고, 축산물시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농업부분 경제주체 및 사회의 후생 변화를 추정한 연구로는 정민국 등

(2011); 문한필 등(2012); 이계임 등(2012)의 비교정태분석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정민국 등(2011)은 비교정태모형을 통하여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정책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고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따른 

축산물시장의 사회후생 변화를 분석하였다. 문한필 등(2012)과 이계임 등

(2012)은 관세인하 및 정부보조금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표시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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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른 사회 후생변화를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균형대체모형의 경우 직접적인 수급함수의 추정 없이 시장자료와 탄력성

만으로도 시장균형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주요 관심요인의 변화를 제

외한 다른 외부요인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어 후생변화연구에 폭넓게 이용

되고 있다.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한 다른 연구로는 Zhao(2000); Karen(2011) 등이 있

다. Zhao(2000)는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호주 쇠고기산업에 기술개발

이 이루어질 때의 12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제적 잉여가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하였고, Karen(2011)은 캘리포니아지역 15개 작

물에 대한 병충해와 관련한 후생변화를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

였다. 이밖에 다양한 수입개방화로 인한 관세감축이 국내 농산물시장 및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았으나, 이들 연구의 분석 시 

고려된 시기, 분석대상, 방법론 등이 다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3.1.2.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연구

최지현 등(2009, 2010, 2011)은 콩가공, 쌀가공, 과실가공 및 인삼·약초

가공, 육가공, 유가공, 채소가공 및 천일염가공 등 주요 가공산업을 중심으

로 수입산 원료 및 가공농산물의 주요 수입국 현황, 식품산업 활용실태, 국

내 유통경로 파악을 통해 식품산업과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

여 농어업 부가가치의 당면문제 및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다. 우병준 등

(2009)은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절차 및 소요일수 그리고 수입쇠고기 유통

주체별 소비자단계 점유율 등 수입산 쇠고기산업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쇠고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원달(1998)은 수

입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상장경로와 경유하지 않는 

비상장경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경로 모두 수입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집하와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수입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효율성 매우 낮

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의 효율적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거래방법 전환 방향을 모색하였다. 전창곤(2009)은 급증하는 중국 및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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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수입김치의 국내유통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부 전략

으로는 국내산 김치의 차별성 강화, 수입김치 안전성의 제도적 장치 확보,

수입김치 국내유통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한국

육류유통수출입협회(2006)는 우리나라 주요 수입축산물의 유통경로 및 유

통시장구조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각 단계별 유통경

로, 가격, 유통마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축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재만

(2011)은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5개 수입상품의 수입 및 

유통과정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문제점으

로 국내 유통업체의 과도한 유통마진 취급, 수입업체의 영세성으로 수출업

체에 대한 약한 교섭력, 복잡하고 과중한 내국세, 복잡한 유통구조, 유통업

체 간 높은 담합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3.2. 본 연구의 특징

기존 연구는 특정 부류 및 품목별로 수입농산물의 관세비교, 수입현황,

가격전이 효과, 생산액 증감 및 피해 측정 등 일반적인 시장 개방화와 관

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이후 실질적으

로 수입확대가 이뤄진 주요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형태, 수입국 비중 등 

전반적인 수입시장구조와 유통경로, 유통마진, 유통량 등 수입농산물 유통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동안 FTA 농업부분 영향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하고 관세인하 효과를 계측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에 주안점을 두

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사전적 평가 위주이고 FTA

이행 이후에 대한 사후 평가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경

제주체에 따라 분석 대상을 생산자, 수입·유통업자, 소비자, 정부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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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도 FTA전후로 각각의 후생변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계량화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산물 가격은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및 물

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주체별로 FTA의 사후 후생변화

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TA 체결에 따른 수입농산

물의 수입물량과 수입가격(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수요함수, 도입가격반응함수를 각각 적용하였다. 특히, 수입증대

의 원인을 비교열위의 국내산 농산물이 비교우위의 수입산 농산물로 대체

되거나 가격하락에 의한 상대적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나타나는 무

역창출효과와 기존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일부가 체결국으로 수입

선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4. 연구범위 및 방법

최근 주요 FTA 발효 이후 수입액 및 물량이 확대된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 FTA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이 24.5% 증가한 오렌지, 포

도(28.6%) 등 과실류와 한·EU FTA 발효 이후 평년동기 대비 수입액이 

61.8% 증가한 돼지고기, 포도주(15%) 그리고 관세율이 높고 수입액 비중

이 큰 쇠고기를 분석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방법론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관련하여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주요 수입농축산물의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과일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

센터, 수입축산물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와 공동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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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 분석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수입농산물

의 품목별, FTA 발효 국가별 수입통계를 수입방식, 수입시기, 수입관세,

수입국 비중 등으로 세분하여 수입단계에서의 전반적인 수입시장구조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수입단계 이후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구조를 부류

별·품목별 유통경로, 유통마진 등 포괄적 조사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유통

경로별 비중,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유통이윤 등에 관한 세부적 분석을 병

행하여 실시하였다.

4.2. 경제적 효과 및 후생 분석

관세감축에 따른 도입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도입가격 반응함수

를 적용하였고 국내산과 체결국산, 체결국과 비체결국 수입농산물 사이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 및 무역전환효

과(trade diversion effects) 모형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들 추정결과를 토대

로 대체관계, 보완관계, 경쟁관계 등을 분석하여 FTA 체결 전후 주요 수입

농산물의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입농산물의 관세감축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이용하여 

수입산 소매업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수입산 소매업자의 후생변화를 

계측하였고, 국내산에 대한 후생변화와 비교하기 위해 국내산 생산자, 국

내산 도소매 유통업자, 국내산 소매업자의 후생변화도 함께 계측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1장

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에 

대한 기술을 통해 연구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제2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과 농산물 수입현황에 대해 국가

별·품목별 주요 수입농산물 수입동향 및 특징을 세번, 점유율, 관세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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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체계도

입량 등 세부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FTA 체결 이후 주요 수

입농축산물의 수입 및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단계 및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FTA 관세인하 효과와 시장지배력 등 다른 요인들이 수입량과 수입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도입단계에서



10 서 론

부터 발생하고 있는 수입물량 및 가격결정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5

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

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관세인하 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정부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와 유통단

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끝으로 제6장

에서는 각장별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고 수입농축산물의 유통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현황 제2장

1. FTA 협상 및 수입현황

1.1. 총괄

2013년 3월 말 현재 전 세계 FTA 발효 건수는 총 360건이며, 이들 FTA

회원국(대상국) 간 역내교역 비중은 전 세계 교역량의 65%를 넘어서고 있

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중 한·콜롬비아 FTA를 제외한 9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협상 중인 

한·중 FTA를 포함할 경우 FTA 교역량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50%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FTA를 활용한 역내교역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2006년 3

월), 한·EFTA1 FTA(2006년 9월), 한·ASEAN2 FTA(2007년 6월), 한·인도 

1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는 1960년 1월에 창

설된 기구로 서유럽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8월에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 간 전반적인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구임.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

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참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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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3(2010년 10월), 한·EU4 FTA(2011년 7월), 한·페루 FTA(2011년 8

월), 한·미 FTA(2012년 3월), 한·터키 FTA(2013년 5월) 등 총 9개의 FTA

가 현재 발효 중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2012년 6월에 타결되었으나 아

직 발효는 되지 않고 있으며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중 FTA, 한·베트

남 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5이 현재 협상 

중이다.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일본 FTA,

한·멕시코 FTA, 한·GCC6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협상재개 여

건을 조성 중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에는 1.1%였으나 2004년 이후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ASEAN, EU, 미국 등과의 FTA가 순차 발효되면서 2012년에는 

농산물 수입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53.5%에 달한다. FTA 체결 이후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칠레이며 싱가포르, EFTA, ASEAN도 수입

이 1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EFTA의 경우는 우리나라 농산

3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이란 협정당사국 사이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

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의미함.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

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유사함.
4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1957년에 출범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의 새로운 명칭임. EU 참여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

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

투칼,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

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27개국임.
5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은 한국, 중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의 지역 내 자유

무역협정을 의미함.
6 페르시안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

하는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

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1981년에 결정한 단체임.

걸프협력회의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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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은 

2004년 94억 6,000만 달러에서 2012년 225억 9,300만 달러로 약 2.4배 증

가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2003년 6,900만 달러

였으나 FTA가 발효된 2004년에는 1억 8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2012년

에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4억 1,700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입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 농산물1) 수입 중 FTA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9,460 10,068 11,248 13,732 17,553 14,166 17,034 22,686 22,593

FTAs2)
108 159 251 1,468 2,122 1,750 2,382 5,977 12,078

1.1% 1.6% 2.2% 10.7% 12.1% 12.4% 14.0% 26.3% 53.5%

칠레 108 159 194 259 238 269 295 357 417

싱가포르 29 28 28 35 39 46 78 97 91

EFTA 27 27 30 38 38 38 43 68 68

ASEAN 850 866 941 1,170 1,845 1,443 1,715 2,687 2,833

인도 387 134 228 287 562 297 329 394 623

EU 1,090 1,321 1,419 1,656 1,678 1,403 1,663 2,358 2,278

페루 21 20 33 37 50 47 59 112 110

미국 2,566 2,007 2,638 3,342 5,980 3,939 5,222 6,538 5,709

터키 26 31 35 39 38 42 46 42 40

주: 1) 농산물은 HS 코드 기준으로 01~24류 중 03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2) FTAs는 연도별로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

여  발효일에 관계 없이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하였다. 표에서 다영이 들어간 부분은 

해당 FTA가 발효된 기간으로 표의 ‘FTAs’ 항목에서 합산된 값임.

3) 싱가포르는 ASEAN에 속한 국가로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 이후로는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싱가포르 FTA는 ‘FTAs' 항목에 합산하지 않았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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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TA 체결국

1.2.1.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발효 첫해 대비 약 

286.3%가 증가하였다. 2006년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2,800만 달

러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9,100만 달러로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

이 231.6%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수입 중 0.4%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EFTA로부

터 수입한 농산물은 3,000만 달러로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6,800만 달러로 싱가포르에 비하면 수입 증가율이 낮은 편이

다. EFTA로부터의 수입은 동기간 128% 증가하였나 2012년 기준 EFTA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ASEAN은 

1996년부터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06년 사이에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0% 내외였다. 2007년 ASEAN으로부터 농산

물 수입액은 11억 7,000만 달러였으며 2012년에는 28억 3,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농산물 수입은 142.1%가 증가하였고 2012년 ASEAN

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이다. 인도로부터 수

입하는 농산물은 FTA 발효 첫해인 2010년 3억 2,900만 달러 수준이었으

나 2012년에는 6억 2,300만 달러로 89.4%가 증가하였고 2012년 인도가 우

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다.

1.2.2. EU, 페루, 미국, 터키

EU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1%이었으

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9.8%에 그쳤다. 2011년 EU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23억 5,800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10.4%를 차

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22억 7,800만 달러(10.1%)로 3.4% 감소하였다. 페

루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FTA 발효 이전인 2010년에는 5,900만 달러였



우리나라의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현황  15

표 2-2.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중 FTA 체결 국가별 연도별 수입 비중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on-
FTAs

98.9 98.4 97.8 92.3 87.9 87.6 86.0 73.7 46.5

FTAs2) 1.1 1.6 2.2 10.7 12.1 12.4 14.0 26.3 53.5

칠레 1.14 1.58 1.72 1.89 1.36 1.90 1.73 1.57 1.85

싱가포르 0.31 0.28 0.25 0.25 0.22 0.32 0.46 0.43 0.40

EFTA 0.29 0.27 0.27 0.28 0.22 0.27 0.25 0.30 0.30

ASEAN 8.99 8.60 8.37 8.52 10.51 10.19 10.07 11.84 12.54

인도 4.09 1.33 2.03 2.09 3.20 2.10 1.93 1.74 2.76

EU 11.52 13.12 12.62 12.06 9.56 9.90 9.76 10.39 10.08

페루 0.22 0.20 0.29 0.27 0.28 0.33 0.35 0.49 0.49

미국 27.12 19.93 23.45 24.34 34.07 27.81 30.66 28.82 25.27

터키 0.27 0.31 0.31 0.28 0.22 0.30 0.27 0.19 0.18

주: 1) 농산물은 HS 코드 기준으로 01~24류 중 03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2) FTAs는 연도별로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합산한 비중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

여 발효일에 관계없이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하였음. 표에서 다영이 들어간 부분은 

해당 FTA가 발효된 기간으로 표의 ‘FTAs’ 항목에서 합산된 값임.

3) Non-FTAs는 비체결국과 체결국 중에서 발효 이전 수입량을 합산한 것임.

4) 싱가포르는 ASEAN에 속한 국가로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 이후로는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싱가포르 FTA는 ‘FTAs' 항목에 합산하지 않았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으나 FTA가 발효한 2011년에는 1억 1,2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2년

에는 2011년보다 200만 달러가 감소한 1억 1,000만 달러의 농산물이 수입

되어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이다. 미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우리나라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써 2004년 25억 

7,000만 달러의 농산물이 수입되던 것이 2012년에는 57억 9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7.1%에서 2012년에는 25.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터키로부터의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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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2010년에 4,600만 달러이던 것이 FTA가 발효이후 2012년에는 

4,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여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2.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입 농산물

FTA가 발효된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선

정된 품목 중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고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인 품목들을 선별하였으며, TRQ로 수입하는 대

두, 참깨와 같은 품목은 제외하였다. 칠레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돼지

고기와 포도 그리고 포도주이다. 돼지고기의 수입액은 2010~2012년 평균 

1억 1,900만 달러이고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 중 33.4%를 차지하며, 전체 

돼지고기 수입액 중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이다. 포도는 동기간 

1억 1,500백만 달러를 칠레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농산물 수입 액 

중 32.2%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는 2,8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ASEAN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이다. 우리나라는 

ASEAN으로부터 2억 3,200만 달러어치의 바나나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ASEAN산 농산물 수입 중 9.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인애플은 6,700만 달

러어치를 수입하고 있으며 ASEAN산 농산물 수입 중 2.8%를 차지한다.

EU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돼지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치즈이다.

EU산 돼지고기 수입은 2010~2012년 평균 5억 400만 달러이며 EU산 농산

물 수입 중 24%를 차지하고 있다. EU산 돼지고기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 

중 43.1%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는 7,6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포도주 수입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7.9%이다. 치즈의 수입액

은 5,900만 달러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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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등이다. 쇠고기는 5억 3,2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서 9.3%를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3억 6,200만 달러(6.3%)

를 수입하였으며 오렌지는 1억 8,600만 달러(3.3%)를 수입하였다. 체리는 

5,5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였고 포도는 3,9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싱가포르, EFTA, 인도, 페루, 터키 등의 국가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적

은 편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초콜릿,

커피, 팜유, 사탕수수, 올리브유 등이다.

표 2-3. 주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2010-2012 평균)

단위 : 백만 $

　 품목
FTA수입액
(C)

수입국내비중
(B/A)

품목내비중
(C/D)

전체수입액
(D)

칠레

농산물(A1) 357 100.0 1.6 20,771

돼지고기(B1) 119 33.4 10.2 1,169

포도(B2) 115 32.2 71.3 161

포도주(B3) 28 7.9 21.5 131

ASEAN

농산물 2,412 100.0 11.1 20,771

바나나 232 9.6 98.6 235

파인애플 67 2.8 97.0 69

EU

농축산물 2,100 100.0 9.6 20,771

돼지고기 504 24.0 43.1 1,169

포도주 76 3.6 57.9 131

치즈 59 2.8 18.0 325

미국

농산물 5,709 100.0 26.2 20,771

쇠고기 532 9.3 37.4 1,425

돼지고기 362 6.3 30.9 1,169

오렌지 186 3.3 79.4 234

체리 55 1.0 93.5 59

포도 39 0.7 24.2 161

자료: Global Trade Atlas(2010~20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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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이 장에서는 FTA 이후 관세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 중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분석하였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 낙농품, 오렌지, 포도, 참다래, 포도주 등이다. 바나나와 파인애

플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 중의 하나이지만, 한 ASEAN FTA에서 양허

제외하여 FTA 영향이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1. 쇠고기

쇠고기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주로 냉동육, 냉동갈비 그리고 냉장

육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데, 2012년 3월 15일 한 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

국산 쇠고기는 FTA 양허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표 2-4.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쇠고기 관세율

국가 주요 수입품목 양허관세(%) 2012년 관세(%)

미국

냉동쇠고기

40 37.3냉장쇠고기

냉동갈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976년 국내에 최초로 수입된 쇠고기는 1994년 UR 협상에 따라 2001년

부터 쇠고기에 대한 수입쿼터가 철폐되고 관세화되면서 국내시장은 완전

히 개방되었다.7 2000년대 들어 주요 수출국의 광우병(BSE) 발생은 쇠고

7 1976년에 694톤으로 시작된 쇠고기 수입은 1977년 6,323톤, 1978년에는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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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2008년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도 수입량은 34만 4,000톤까지 

증가한 이후 2012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2-1. 쇠고기 수입 추이

자료: 무역협회.

2010년 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하자 쇠고기 수출국들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해 2011년에 크게 증가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증가, 수입육 재고 증가, 미국 광우병(BSE) 발생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2% 감

소한 29만 9,000톤이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0% 감소한 14억 1,000만 

4,435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197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3만 1,747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1985년에는 국내 소값 파동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하였으나 수출국들의 GATT 제소로 인해 1988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

음. UR 협상 결과 2001년 쇠고기시장의 완전 개방에 앞서 우리나라는 1994년부

터 2000년까지 설정된 쿼터물량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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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이다. 2012년 전체 쇠고기 수입량에서 냉동육(정육)의 비중은 41.2%,

냉장육은 10.6%, 냉동갈비는 26.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체 쇠고기 

수입에서 냉동육(정육)의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냉동갈비와 냉장육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5. 주요 세번별 쇠고기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쇠고기
전체

수입액 862 1,186 1,678 1,410 13.5 -16.0

수입량 245 292 344 299 1.95 -13.2

냉동쇠고기
0202300000

수입액 388 510 736 599 9.9 -18.7

수입량 109 126 150 123 -3.9 -17.8

비중(%)
44.4

(45.1)

43.1

(43.0)

43.5

(43.9)

41.2

(42.4)
- -

냉장쇠고기
0201300000

수입액 154 225 312 271 17.9 -13.0

수입량 26 33 39 32 -2.2 -17.7

비중(%)
10.6

(17.9)

11.3

(19.0)

11.2

(18.6)

10.6

(22.6)
17.9 -13.0

냉동갈비
0202201000

수입액 202 271 394 319 10.5 -19.0

수입량 61 67 86 79 9.9 - 8.6

비중(%)
25.1

(23.4)

23.0

(22.8)

25.0

(23.5)

26.3

(22.6)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무역개발원.

2012년도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호주가 52.1%로 가장 높으며,

미국 35.4%, 뉴질랜드 11.0% 순이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호주산 쇠

고기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초 미국의 광

우병 발생과 국내 한우의 공급량 증가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감소한 가

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비중 증가세도 둔화되었다.



우리나라의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현황  21

표 2-6. 주요 국가별 쇠고기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쇠고기
전체

수입액 862 1,186 1,678 1,410 13.7 -16.0

수입량 245 292 344 299 1.9 -13.2

미 국

수입액 286 422 653 522 15.2 -20.0

수입량 62 93 128 106 12.3 -17.6

비중(%)
25.1

(33.1)

31.8

(35.6)

37.3

(38.9)

35.4

(37.1)
- -

호주

수입액 482 634 849 753 15.0 -11.3

수입량 144 155 170 156 -0.5 -8.4

비중(%)
58.9

(56.0)

53.3

(53.5)

49.4

(50.6)

52.1

(53.4)
- -

뉴질랜드

수입액 89 120 157 119 -2.4 -24.1

수입량 36 39 39 33 -14.3 -16.9

비중(%)
14.8

(10.3)

13.4

(10.2)

11.5

(9.3)

11.0

(8.4)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무역개발원.

그림 2-2.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점유율 추이

천t

자료: 관세무역개발원(미국 2012.3.15~3.31 수입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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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돼지고기

1996년 1만 3,700톤 규모였던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

여 2012년에는 40만 2,900톤 규모로 약 29배 이상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는 FTA 체결 이전부터 주로 EU, 미국, 칠레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수입 

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돼지고기 수입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82.1%이다.

그림 2-3. FTA 체결 전후의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

주: 국가별 그래프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은 FTA가 발효된 기간임.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부터 FTA가 발효된 기간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은 2002년에는 3,500톤 수준이었으나 FTA가 발효

된 2004년에는 2만 3,300톤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3만 7,700톤 규모

이다.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였지만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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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2.5%에서 2012년 9.4%로 낮아졌다.

EU산 돼지고기 수입은 1996년 4,500톤 수준이었으나 한·EU FTA가 발

효되기 직전 연도인 2010년에는 11만 2,800톤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FTA 발효 이후에는 2010년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한 21만 7,900톤이었으

나 2012년에는 16만 1,800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11년 수입이 급증하였다가 이후 입식마릿수

가 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0.2%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1996년에는 7,400톤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3%를 차지하였다. 이후 수입 물량은 꾸준히 증

가하였으나 EU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발효된 2012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13만 1,300톤으로 2011년에 비하면 80% 수준이

지만 구제역 발생 이후 입식마릿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 FTA 체결에 따른 돼지고기 주요 품목 관세율

국가 주요 수입품목 양허관세(%) 2012년 관세(%)

칠레

냉동돼지고기
25 4.8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22.5 4.2

EU

냉동돼지고기 25 20.8

냉동삼겹살 25 22.7

냉장삼겹살 22.5 20.4

미국

냉동돼지고기 25 16

냉동삼겹살 25 16.6

냉장삼겹살 22.5 2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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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는 주로 EU, 미국, 캐나다, 칠레에서 냉동육, 냉동삼겹살 그리

고 냉장삼겹살 형태로 수입되며, 한 칠레,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되면

서 각 국가별, 품목별로 차별적인 FTA 양허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림 2-4. 돼지고기 수입 추이

-

400

800

1,200

1,6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150

300

450

600

수입량 수입액백만 $ 천 톤

자료: 무역협회.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국내 공급량이 증

가하면서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

른 긴급할당관세 수입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2년 다시 감소하였다. 2012

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긴급할당관세로 수입량이 급증했던 2011년보다 23.2%

감소한 40만 3,000톤이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12억 1,000만 달

러이다. 한 미 FTA와 한 EU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돼지고기 수

입량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은 국내 구제역 여파로 긴급할

당관세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2011년도의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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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주요 세번별 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돼지고기

전체

수입액 713 717 1,583 1,207 20.1 -23.8

수입량 308 306 524 403 6.2 -23.2

냉동돼지고기

0203299000

수입액 337 330 822 590 19.0 -28.1

수입량 197 191 333 254 5.7 -23.7

비중(%)
64.0

(47.3)

62.5

(46.0)

63.6

(51.9)

63.1

(48.9)
- -

냉동삼겹살

0203291000

수입액 293 283 483 437 23.9 -9.5

수입량 85 85 128 106 6.3 -17.4

비중(%)
27.7

(41.1)

27.9

(39.4)

24.4

(30.5)

26.3

(36.2)
- -

냉장삼겹살

0203191000

수입액 28 34 91 74 44.6 -19.1

수입량 7 8 16 14 38.4 -12.0

비중(%)
2.2

(3.9)

2.5

(4.8)

3.0

(5.8)

3.5

(6.1)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무역개발원.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에서 냉동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63.1%, 냉동삼겹

살은 26.3%, 냉장삼겹살은 3.5%이다. 수입량에서는 냉동육과 냉동삼겹살

의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냉동삼겹살의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수

입액 기준으로는 비중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냉장삼겹살의 수입량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입액 기준

으로는 6.1%를 차지한다.

2012년도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은 EU가 40.2%로 가장 높으며,

미국 32.6%, 캐나다 15.5%, 칠레 9.4% 순이다. 냉동삼겹살은 EU와 칠레로

부터 주로 수입되고, 가공용 돼지고기는 미국, 냉장삼겹살은 캐나다와 미

국에서 주로 수입된다. 미국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시장에서 점유율

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칠레와 캐나다의 수입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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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돼지고기
전체

수입액 713 717 1,583 1,207 20.1 -23.8

수입량 308 306 524 403 6.2 -23.2

EU

수입액 275 298 694 519 22.8 -25.3

수입량 103 113 218 162 11.8 -25.8

비중(%)
33.6

(38.6)

36.9

(41.6)

41.6

(43.8)

40.2

(43.0)
- -

미국

수입액 202 184 510 391 31.0 -23.3

수입량 96 82 165 131 15.1 -20.3

비중(%)
31.1

(28.3)

26.8

(25.7)

31.4

(32.2)

32.6

(32.4)
- -

캐나다

수입액 103 101 224 141 -1.0 -36.8

수입량 60 58 88 62 -9.2 -29.2

비중(%)
19.4

(14.4)

19.0

(14.2)

16.8

(14.1)

15.5

(11.7)
- -

칠레

수입액 121 113 119 126 7.2 6.2

수입량 44 44 42 38 -13.0 -10.0

비중(%)
14.3

(17.0)

14.4

(15.7)

8.0

(7.5)

9.4

(10.4)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 닭고기

닭고기는 주로 미국, 브라질, 덴마크에서 냉동 닭다리, 닭날개, 닭가슴살

이 수입되며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감축이 이루어졌다.

백색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닭고기 수입량은 

2003년 말 미국과 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수입이 

금지되면서 2004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

나 2012년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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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FTA 체결에 따른 닭고기 주요 품목 관세율

국가 주요 수입품목 양허관세(%) 2012년 관세(%)

미국

냉동닭다리 20 18

냉동닭날개
20 18.3

냉동닭가슴

덴마크

냉동닭다리 20 18.1

냉동닭날개
20 18.5

냉동닭가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2-5. 닭고기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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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주요 닭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

하고 국내 수입육 수요(닭강정 등) 증가로 2012년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13만 톤이었다(닭고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3억 달러).

닭강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육 형태의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지육 

형태로 수입되면서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2012년 미국 닭고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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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은 1,64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2012년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은 1,275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닭

고기 수입량에서 냉동닭다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1%이고 나머지 부위는 5%

미만이다. 전체 닭고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냉동닭날개의 비중은 점차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냉동 닭다리와 닭가슴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1. 주요 세번별 닭고기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닭고기

전체

수입액 135 207 268 300 47.4 11.7

수입량 71 106 131 130 27.3 -0.4

냉동닭다리

0207141010

수입액 78 121 174 216 73.5 24.1

수입량 49 76 102 104 38.1 2.9

비중(%)
70.0

(57.8)

71.9

(58.7)

77.6

(64.8)

80.1

(72.0)
- -

냉동닭가슴

0207141020

수입액 7 16 20 18 27.0 -9.4

수입량 3 6 6 6 23.8 -2.3

비중(%)
4.3

(5.3)

5.5

(7.5)

4.9

(7.4)

4.8

(6.0)
- -

냉동닭날개

0207141030

수입액 16 17 17 7 -58.1 -59.0

수입량 7 7 6 3 -59.6 -57.0

비중(%)
10.1

(12.0)

6.4

(8.2)

4.8

(6.4)

2.1

(2.4)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무역개발원.

2011년 66.1%에 달했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점유율은 2012년 41.8%로 

감소하고 반대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점유율은 19%에서 43.7%까지 증가하

였다. 수입액 비중으로 살펴보면 수입형태(정육, 지육)에 따른 단가 차이로 

인해 브라질이 48.4%, 미국이 30.3%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닭고기 

국가별 수입비중은 주요 수출국(미국,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과 국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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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태(지육, 정육), 수입단가에 의해 변동하였다. 미국에서는 지육 형태로 

수입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발골비용)가 싼 브라질에서는 정육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2012년에 정육 형태로 사용되는 국내 닭강정 소비가 증가

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정육)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

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2-12. 주요 국가별 닭고기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닭고기

전체

수입액 135 207 268 300 47.4 11.7

수입량 71 106 131 130 27.3 -0.4

미국

수입액 38 70 128 91 15.6 -28.9

수입량 29 55 87 54 -4.3 -37.1

비중(%)
41.7

(28.3)

51.7

(33.6)

66.1

(47.6)

41.8

(30.3)
- -

브라질

수입액 62 83 76 145 96.8 89.9

수입량 30 34 25 57 91.7 128.6

비중(%)
42.7

(45.5)

32.2

(40.2)

19.0

(28.5)

43.7

(48.4)
- -

덴마크

수입액 4 7 8 7 7.4 -14.2

수입량 2 3 4 3 10.3 -12.0

비중(%)
2.9

(3.3)

3.2

(3.3)

3.0

(3.0)

2.6

(2.3)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 유제품

유제품은 주로 EU,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 치즈, 유장, 탈지분유, 유

당 등이 수입되며, 한 미, 한 미 FTA가 발효되면서 TRQ 증량이나 관세감

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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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FTA 체결에 따른 유제품 주요 품목 관세율 및 할당관세 물량

국가 주요 수입품목 기본 관세(%)
2012년
관세(%)

2012년 할당관세
물량(톤)

EU

치즈 36 33.7 4,560

유장 49.5 20 3,350

탈지분유 176 176 1,000

유당 49.5 41.2 -

미국

치즈 36 33.6 7,000

유장 49.5 20 3,000

탈지분유 176 176 5,000

유당 49.5 39.6 -

주: 유장은 식용 기준이며, 사료용 유장은 즉시 철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1년 시행했던 긴급할당관세가 2012년 상반기까지만 적용되고 수입

유제품의 재고량이 증가한 결과, 2012년의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20만 2,000톤이었다(수입액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7억 

1,000만 달러).

그림 2-6. 유제품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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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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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제품 수입량에서 치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38.3%, 유장은 30.6%,

탈지분유는 9.3%, 유당은 8.9%이다. 유제품의 경우, 품목의 특성과 소비형

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로 인한 수입량과 수입액의 비중 차이가 

크다. 전체 수입액에서 치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50.9%, 유장은 18.6%이다.

표 2-14. 주요 품목별 유제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유제품

전체

수입액 357 501 817 707 26.7 -13.4

수입량 141 168 225 202 13.7 -10.1

치즈

수입액 190 259 358 360 33.8 0.5

수입량 49 61 76 78 24.9 1.7

비중(%)
34.9

(53.2)

36.3

(51.6)

33.9

(43.8)

38.3

(50.9)
- -

유장

수입액 81 118 138 132 16.9 -4.8

수입량 53 65 59 62 5.0 5.7

비중(%)
37.9

(22.8)

38.7

(23.6)

26.1

(16.9)

30.6

(18.6)
- -

탈지분유

수입액 23 24 123 61 7.4 -50.4

수입량 10 8 34 19 10.4 -43.9

비중(%)
6.9

(6.5)

4.7

(4.9)

14.9

(15.1)

9.3

(8.7)
- -

유당

수입액 10 16 27 35 101.6 30.4

수입량 12 15 20 18 14.8 -8.3

비중(%)
8.5

(2.7)

9.1

(3.1)

8.7

(3.3)

8.9

(4.9)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무역개발원.

2012년의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비중은 EU가 32.0%로 가장 높으며, 미국 

31.6%, 뉴질랜드 16.4%, 호주 9.7%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EU와 미국의 수입점

유율은 증가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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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주요 국가별 유제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과거 3년
평균대비

전년
대비

유제품

전체

수입액 357 501 817 707 26.7 -13.4

수입량 141 168 225 202 13.7 -10.1

EU

수입액 98 137 284 235 36.0 -17.2

수입량 36 44 78 65 23.1 -16.8

비중(%)
25.4

(27.3)

26.2

(27.3)

34.5

(34.7)

32.0

(33.2)
- -

미국

수입액 55 108 194 196 64.9 1.2

수입량 31 49 63 64 33.9 1.9

비중(%)
22.1

(15.5)

29.4

(21.5)

27.8

(23.7)

31.6

(27.7)
- -

뉴질랜드

수입액 77 114 167 144 20.6 -13.7

수입량 24 28 36 33 12.4 -8.8

비중(%)
17.3

(21.7)

16.6

(22.7)

16.2

(20.4)

16.4

(20.4)
- -

호주

수입액 70 83 105 83 -3.0 -20.9

수입량 25 22 24 20 -16.9 -19.5

비중(%)
17.6

(19.6)

12.9

(16.5)

10.8

(12.9)

9.7

(11.8)
- -

주: 비중은 수입량 기준이며, ( )는 수입액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 오렌지

신선 오렌지는 1995년 최초로 1만 5,000톤이 수입된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수입쿼터가 소멸된 1997년 7월부터 신선 오렌지 양허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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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가 적용되었으며, 이후 매년 5%가량 감소하여 2004년부터는 5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에 15만 4,000톤까지 증가했던 오

렌지(신선) 수입규모는 관세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는 계속 감소하여 

2009년에는 근래 가장 낮은 수준인 7만 1,000톤에 그쳤다. 이후 2010년부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15만 4,000톤에 달했고, 2012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7만 4,000톤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2년의 경우 한 미 FTA가 

발효(2012.3.15.)되면서 오렌지(신선) 수입량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다.

그림 2-7. 오렌지(신선) 수입 추이

자료: 무역협회.

○ 오렌지는 미국(88.5%)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며, 브라질, 칠레, 호

주, 남아공, 스페인 등으로부터 소량이 수입되고 있다. 오렌지(신선) 수

입 시기는 미국산이 12~5월, 칠레산이 7~11월, 호주산이 7~9월이며, 브

라질에서는 냉동주스가 수입되고 있다.

○ 수입 오렌지(신선)에 대해 기본관세는 50%가 부과되지만, FTA로 인해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FTA 이행 첫해 오렌지의 

수입관세(2012.3.15~12.31)는 50%의 현행세율과 20%p가 감축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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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율이 계절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된다(무관세 TRQ는 2,500톤에

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됨). 한 EU FTA에서도 EU산 오렌지에 동

일한 방식으로 양허하였다(무관세 TRQ는 2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

씩 증량됨). 3~8월의 미국산 오렌지 특혜관세는 2013년부터 5%p씩 6년

에 걸쳐 완전 철폐되지만, 국내 감귤 성출하기인 9~2월에는 50%의 현

행관세가 유지된다. 칠레산 신선 오렌지는 DDA 협상 종료 이후에 다

시 협상하기로 하였다. 5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는 냉동 오렌지주스

(HS2009.11.0000)는 한 미 FTA로 인해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되었

고, 한 칠레 FTA의 경우 10년에 걸쳐 균등철폐된다(2012년에 9.9%의 

관세가 적용).

표 2-16. 주요 국가별 오렌지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수입액 123 174 236 290 63.1 22.8

수입량 95 137 169 200 49.4 18.3

미국

수입액 85 137 178 241 80.6 35.1

수입량 71 110 141 177 64.4 25.0

비중 74.2 80.6 83.8 88.5

브라질

수입액 24 26 41 31 2.4 -23.9

수입량 14 19 17 12 -28.7 -31.3

비중 14.5 14.1 10.4 6.0

칠레

수입액 3 4 5 4 0.3 -21.6

수입량 2 3 4 3 0.1 -16.6

비중 2.5 2.4 2.2 1.6

호주

수입액 1 1 2 3 242.3 97.8

수입량 0 0 1 2 229.1 97.5

비중 0.4 0.3 0.6 1.0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번별 수입량은 신선 오렌지의 수입량이 전체 물량의 87%(2012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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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며, 나머지는 냉동 주스이다. 신선 오렌지 수입량은 매년 큰 증가율

(연평균 25.1%)을 보이고 있으나, 냉동 주스는 큰 변화가 없다.

단위: 백만 $, 천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오렌지 전체
수입량 95 137 169 200 49.4 18.3

수입액 123 174 236 290 63.1 22.8

신선

0805100000

수입량 71 110 142 174 61.4 22.5

수입액 79 131 170 220 73.4 29.2

냉동 주스

2009110000

수입량 23 26 25 24 -2.4 -5.1

수입액 42 41 63 67 37.6 6.3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표 2-17. 오렌지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3.6. 포도

신선포도 수입은 1996년 2,406톤을 시작으로 이후 연평균 20.1%씩 증가

하여 2012년 에는 역대 최대치인 5만 4,200톤으로 약 22.6배 증가하였으

며, 칠레와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2011년 한·페루 FTA가 체

결된 이후에는 페루산 포도도 수입되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포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이다. 한편, 칠레산 포도 수입비

중은 2003년 FTA 발효 직전 연도에는 80.6%였으나 FTA 발효 이후인 

2009년에는 91.7%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미국산 포도 수입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포도 수입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 칠레 FTA가 발

효된 2004년 이후 칠레산 포도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

도 수입량은 2004년에는 8,300톤이었으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에는 4만 6,600톤으로 5.6배 증가하였다. 한편, 건포도 수입량은 1996년 

3,616톤에서 2012년 4,340톤으로 20% 가량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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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FTA 체결 전후의 포도 수입량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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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포도(신선/건조) 수입 추이

자료: 무역협회.

한 칠레 FTA에 따라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칠레산 포도는 11월부터 4월

까지는 45%의 관세가 10년 동안 균등철폐되며, 이 외의 기간에는 현행관

세가 유지된다. 한 페루 FTA에서도 포도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

로 계절관세를 설정하였다. 2012년 11월과 4월 사이의 칠레산 포도와 페루

산 포도의 협정관세는 각각 8.3%,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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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발효에 따라 10월 16일부터 4월까지 적용되는 포도의 계절관

세는 FTA 발효 즉시 24%로 감축된 다음 이후 4년 동안 균등철폐되는 반면,

나머지 기간은 45%의 기준관세가 17년 동안 균등철폐된다. 한 EU FTA에

서도 EU산 포도에 동일한 방식으로 양허하였다. 건포도(HS0806.20.0000)의

경우 미국산은 21%의 관세가 FTA 발효와 동시에 즉시철폐, 칠레산과 페

루산은 10년간 균등철폐된다.

표 2-18. 주요 국가별 포도 수입 동향

단위: 천 $,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수입액 94,935 123,113 164,610 195,483 53.3 18.8

수입량 47,661 54,334 66,274 76,159 35.8 14.9

칠레

수입액 60,615 86,195 120,173 138,134 55.2 14.9

수입량 30,609 36,616 47,471 53,884 40.9 13.5

비중 64.2 67.4 71.6 70.8

미국

수입액 26,933 33,471 38,105 45,216 37.7 18.7

수입량 12,977 15,770 15,572 17,284 17.0 11.0

비중 27.2 29.0 23.5 22.7

페루

수입액 0 0 734 5,084 1,977.3 592.4

수입량 0 0 240 1,644 1,954.0 584.7

비중 0.0 0.0 0.4 2.2

스페인

수입액 4,994 1,828 3,166 3,346 0.5 5.7

수입량 2,646 1,047 1,717 1,649 -8.6 -4.0

비중 5.6 1.9 2.6 2.2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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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포도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단위: 천 $,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수입량 47,661 54,334 66,274 76,159 35.8 14.9

수입액 94,935 123,113 164,610 195,483 53.3 18.8

신선

0806100000

수입량 28,437 34,963 45,189 54,192 49.7 19.9

수입액 57,112 84,127 114,761 138,685 62.5 20.8

건조

0806200000

수입량 3,749 3,595 3,929 4,340 15.5 10.5

수입액 6,477 7,515 10,100 12,075 50.4 19.6

기타 쥬스

2009690000

수입량 15,110 15,471 16,412 16,261 3.8 -0.9

수입액 30,419 30,855 38,387 42,643 28.4 11.1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2012년 세번별 포도 수입량을 보면, 신선 포도가 전체 수입량의 

71.2%(5만 4,000톤)를 차지하며 건포도와 기타 주스가 각각 5.7%, 21.4%

를 차지한다. 신선 포도의 수입량은 매년 큰 증가율(연평균 17.5%)을 보이

고 있으나 기타 주스는 큰 변화가 없다.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는 시기는 1

월부터 6월이며, 계절관세를 적용받는 시기는 1월부터 4월까지이지만, 최

근에는 4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가 국내에서 한두 달 저장된 후 6월까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4월 이후 수입된 칠레산 포도는 4월부터 

7월까지 출하되는 국산 시설포도(성출하기는 5~6월)와 시장에서 경합하게 

된다. 한편, 1월부터 3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은 국산 감귤이나 딸기의 가격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세균 등 2009). FTA 이행으로 칠레산 포도의 관

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포도의 수출단가가 매년 상승하여 국내시장에

서 국산 시설포도 대비 칠레산 포도의 상대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우

리나라로 수출된 칠레산 포도의 평균 수출단가(FOB)는 2004년에 $0.99/kg

에서 2011년에 $1.73/kg으로 70% 이상 상승했다(문한필 등 2012a).8

8 칠레산 포도의 수출단가 상승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 칠레산 포도의 가격경쟁력을 계속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칠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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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과 페루산 포도 또한 FTA 발효 이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미국산 포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페루산 포도는 1월부터 3월까

지 주로 수입되면서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지 않은 시기의 포도 수입물량

을 확대시키고 있다. 포도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대신 국산 포도의 생

산기반은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2000년에 2만 9,000ha에 달했던 포도 

재배면적은 이후 도시개발, 고령화에 따른 폐원, 품목 전환 등으로 2012년

에는 1만 7,000ha로 감소하였다. 재배품종별로는 캠벨얼리 비중이 70%로 

가장 높지만, 최근에는 캠벨얼리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거봉의 비중이 높아

지고 있다.

표 2-20. 포도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재배면적 26.8 24.8 22.1 18.8 18.0 17.6 17.4 17.2

성목면적
22.1

(82.6)

21.2

(85.5)

18.2

(82.5)

15.9

(84.6)

15.1

(84.2)

14.9

(84.5)

14.7

(84.4)

14.6

(85.2)

유목면적 4.7 3.6 3.9 2.9 2.9 2.7 2.7 2.5

성목단수 2,048 1,775 2,096 2,063 2,199 2,057 1,828 1,920

생산량 454 376 381 329 333 306 269 281

주: ( )는 성목면적의 비중이며, 2012년 성목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KREI 농업전망 2013 재인용.

포도 수출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칠레가 200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2004)

를 포함하여 EU(2003), 미국(2004), 중국(2006), 일본(2007)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인하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국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기 때문임. 2000년에 60만 톤의 신선포도를 수출한 칠레는 자국이 체

결한 다수의 FTA가 이행되면서 수출량이 2005년에 74만 톤, 2011년에 85만 톤

으로 늘어나면서 국제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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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키위9

키위는 뉴질랜드와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다 1997년부터 칠레로부터 

수입이 시작된 이후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직후부터 칠레산 키위 수입

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키위 수입규모는 1996년 

6,500톤에서 2012년 2만 8,900톤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특히 칠레산 포

도 수입비중은 2003년 FTA 발효 직전 연도에는 약 8%였으나 2012년에는 

31%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미국산 키위 수입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8년부터는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FTA 체결 전후의 키위 수입량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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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9 키위와 포도는 칠레로부터 수입이 많이 되는 품목이며, 한 칠레 FTA는 2013년 

현재 발효 10년차임. 따라서 이들 품목은 FTA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되었기 때

문에 국내 생산동향도 함께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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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키위 수입 추이

키위는 뉴질랜드(69.6%)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칠레와 미국에

서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뉴질랜드산 키위는 4~11월, 칠레산 키위는 3~11

월에 수입되어 비슷한 시기에 국내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다. 수입산 키위가 

국산 키위(참다래) 출하시기(12~5월)와 중복되는 기간은 4월과 5월 정도이

다.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단가는 $2.1/kg(2009년)에서 $2.7/kg(2012년)으

로 상승한 데 반해 칠레산 키위의 수입단가는 $1.2~1.4/kg으로 뉴질랜드산

보다 50% 이상 저렴하다. 뉴질랜드산 키위의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칠레산 키위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점유

율을 크게 확대하지 못하였지만, 최근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수입점유율을 

15~20% 수준으로 높였다. 뉴질랜드산 키위의 관세는 45%의 현행관세가 

적용되고, 칠레산의 경우 45%의 관세가 10년간 균등철폐되면서 2012년에

는 8.3%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미국산 키위의 경우 관세가 15년 동안 균등

철폐되면서 2012년에는 42%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2012년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고시했다.10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정한 이

탈리아 현지 키위 수출재배단지에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 등 우리 측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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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조건에 맞춰 생산된 이탈리아산 키위가 조만간 수입될 전망이다. 한

EU FTA의 발효로 이탈리아산 키위는 39.3%의 협정관세(2012년 7월 이

후)를 적용받으며, 국산 참다래와 판매시기가 동일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표 2-21. 주요 국가별 키위 수입 동향

단위: 천 $,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수입액 53,178 56,508 72,450 66,977 10.3 -7.6

수입량 27,376 28,515 29,757 28,945 1.4 -2.7

뉴질랜드

수입액 46,552 48,893 66,502 54,586 1.1 -17.9

수입량 21,916 22,583 25,540 20,139 -13.7 -21.1

비중 80.1 79.2 85.8 69.6

칠레

수입액 6,626 7,417 5,632 12,391 88.9 120.0

수입량 5,460 5,829 4,056 8,805 72.1 117.1

비중 19.9 20.4 13.6 30.4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산 참다래 재배면적은 2007년 992ha에서 2011년 1,169ha로 2007년 

대비 13%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생산량은 

2007년 1만 8,000톤에서 2011년 2만 3,000톤으로 28.2%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하였다11.

10 이 고시에서는 수출선과장 관리방법, 포장 봉인 및 라벨링 방법을 명시했음. 또

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도 규정돼 있는데, 온도 1.1℃ 이하에서는 14

일간, 1.6℃ 이하에서는 16일간, 2.2℃ 이하에서는 18일간 각각 처리토록 하고 

있음.
11 참다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2012년(3,085원/kg)에는 전년 대비 

15% 하락하였음. 국산 참다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수입산과 국내시장에서 

경합하는 3~5월에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키위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



우리나라의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현황  43

표 2-22. 국산 참다래 생산 동향

단위: ha, 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배면적 992 959 1,009 1,122 1,169 1,162

생산량 17,642 17,412 19,976 22,555 22,624 20,2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시 도 행정조사 자료).

참다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5%

하락하였다. 국산 참다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수입산과 국내시장에서 경

합하는 3~5월에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키위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8. 포도주

포도주 수입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산을 중심으로 이

뤄지다 2000년대부터 미국 및 칠레산 수입이 증가하면서 유럽산 포도주

의 수입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한·칠레 

FTA가 체결된 이후에는 칠레산 포도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에는 미국산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반면, 미국산 포도주는 칠레산

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오히려 수입 비중은 감소세를 이어가다, 최근 

2012년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

리나라 포도주 수입규모는 1996년 5,500리터에서 2012년 28만 3,000리터

로 증가하였다.

특히 칠레산 포도주 수입은 2003년 FTA 발효 직전 연도에는 약 800리

상 증가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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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6,600리터까지 약 8.3배 증가

하였다.

그림 2-12. FTA 체결 전후의 포도주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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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 분석 제3장

본 장에서는 FTA 체결 이후 수입농축산물의 수입 및 유통실태를 조사

한 후 유통체계의 흐름과 가격결정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

입농축산물의 유통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수입농산물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1.1. 수입농산물 일반 유통경로

일반적으로 수입농산물 유통경로는 국내산 농산물과 유사한 구조지만,

최근 들어 미국, EU와의 FT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수입농산물만의 새로운 유통체계가 구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입

농산물 유통경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농산물은 국내산 농산물만큼 도매

시장 경유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수입, 도매, 소매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거나 수입 이후 대형 유통업체, 식품기업, 가공업체 등으로 바

로 납품되어 소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

로 미국산 오렌지, 호주산 당근, 유럽산 유제품 등에 대한 해외 직수입이 

확대되는 등 전문 수입업체를 경유하지 않는 다양한 유통채널이 급속히 구

축되고 있다.



46 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 분석

수입농산물은 품목별 표준규격화, 상품화 수준, 상품 특성에 따라 유통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 주요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도매시

장을 경유하는 경우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로 대별된다. 도매시

장을 경유하는 경우, 수입업체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 상장 또

는 비상장 과정을 통해 도매상 또는 중도매인을 거치면서 대형 유통업체,

가공공장, 중간납품업체, 외식 및 급식업체, 소매상 등으로 분산되게 된다.

한편,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체에서 식품기업을 포함한 

가공업체, 도매상 및 중간도매상,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공급하고 이들은 

다시 소매업체, 외식 및 급식업체로 분산 내지 직접 판매하게 된다.

그림 3-1. 수입농산물 도매시장 경유 및 비경유 유통경로

주: 일반 농산물 유통경로 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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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입농산물은 품목별 표준규격화, 상품화 수준이 국내 농산

물보다 발달되어 있고 수입선이 다양하며 수입단계에서 수입단가도 일정 

수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2. 수입농산물 유통마진

1.2.1. 수입농산물의 유통마진의 개념과 현황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은 주로 수입 및 도매 분산기능을 하

는 일반 수입업체,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수입업체, 종합상사, 대형 유

통업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단계

의 도매상, 중간상, 납품업체, 외식·급식업체 등을 거쳐 소매상에 판매하거

나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 판매되기도 한다(권원달 1991). 이와 같은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가격도 결정

되게 된다. 수입농산물의 유통마진은 소비자가격에서 수입업체 수입판매가

격(도입가격에 관세, 통관수수료 및 내국세12, 유통비용, 이윤 등 포함)을 

뺀 것으로 유통과정에서 제공된 가공, 저장, 수송 및 각종 유통서비스에 대

한 소비자의 지불가격이다. 또한 유통주체별 입장에서 수입농산물의 유통

마진은 유통비용과 유통이윤 부분으로 구성되며 유통비용별로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유통이윤으로 나누어진다.

유통단계별로는 유통이윤이 포함된 수입, 도매, 소매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3. 단계별 수입농산물 유통마진은 각 단계별 가격 격차를 의미하므로 

우선 각 단계별 가격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수입단계에서 도입가격은 수입

12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관세와 연동 부과 
13 수입농산물 유통마진 = 소비자가격-도입가격 

= 유통비용+유통이윤 = 직접비+간접비+유통이윤

= 수입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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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가격=(수입 CIF+관세+통관수수료+방역세+부가가치세(수입 CIF+

관세의 10%)+내국세)

(수입단계) 수입판매가격= 도입가격+수입업체의 유통비용+유통이윤 

(도매단계) 도매가격 = 수입판매가격+도매 유통비용+유통이윤 

(소매단계) 소매가격 = 도매가격+소매 유통비용+유통이윤

CIF가격에 관세, 부가가치세, 각종 내국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가 부과된 

것으로 여기에 수입업체의 유통비용과 이윤을 더하여 수입업체의 수입판

매가격이 결정되게 되며 이 가격은 국내산 농산물의 출하가격과 본질적으

로 같다고 볼 수 있다. 도매단계의 경우 수입판매가격에 도매 유통비용과 

이윤을 합하면 도매가격이 형성되고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소매 유통비

용과 이윤을 더해 결정되게 된다14.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수입농산물

의 가격결정방식은 각 단계별 원가에 각 단계별 유통마진(유통비용+유통

이윤)을 누적 합산하여 결정되고 있다.

1.2.2. 수입농산물의 유통마진 추이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 유통마진 추이를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수입되

고 있는 수입산 포도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입산 포도의 유통

마진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 가격의 54.0%를 구성하고 있으며 오렌

지는 이보다 적은 4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유통단계별

로 구분하여 보면 수입산 포도의 경우 수입단계(9.2%), 도매단계(16.0%),

소매단계(28.9%)로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

14 도입가격=수입 CIF+관세+통관수수료+방역세+부가가치세(수입 CIF+관세의 10%)+내국세

(수입단계) 수입판매가격= 도입가격+수입업체의 유통비용+유통이윤 

(도매단계) 도매가격 = 수입판매가격+도매 유통비용+유통이윤 

(소매단계) 소매가격 = 도매가격+소매 유통비용+유통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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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도 마찬가지로 소매단계가 33.9%로 수입단계 및 도매단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약 40% 내외의 국내산 농

산물 유통마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매 및 소매단계 유통마진 

역시 국내산 농산물 유통마진(도매 9.6%, 소매 23.1%)보다 큰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산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수

입구조 및 비효율적 유통경로, 불완전경쟁 유통구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

기로 한다.

표 3-1. 수입산 포도의 유통단계별 가격 및 유통마진 현황

구 분

수입단가 및 유통단계별
가격(원/kg)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율 및
구성비(%)

수입
단가

수입업체
판매가격1

도매
가격

소매
가격

수입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

유통
마진율

a b c d
①

(b-a)/d

②

(c-b)/d

③

(d-c)/d
①+②+③

2008 3,420 4,104 4,253 5,874 11.6 2.5 27.6 41.8

2009 2,780 3,335 4,142 5,969 9.3 13.5 30.6 53.4

2010 3,253 3,904 5,038 7,167 9.1 15.8 29.7 54.6

2011 3,158 3,789 5,412 7,450 8.5 21.8 27.4 57.6

2012 3,082 3,698 5,874 8,273 7.4 26.3 29.0 62.8

’08∼’12
평균

3,138 3,766 4,944 6,947
9.2

(17.0)

16.0

(29.7)

28.9

(53.3)

54.0

(100.0)

주: 1. 수입업체 판매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연도 주요 농수산물유통실태 출하

단계 유통마진 비율을 역산으로 추정한 것임.

2. 수입단가는 신선포도의 수입CIF가격+관세이며, 도매 및 소매가격은 

<www.kamis.or.kr>의 상품 기준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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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수입산 오렌지의 유통단계별 가격 및 유통마진 현황

구 분

수입단가 및 유통단계별
가격(원/kg)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율 및
구성비(%)

수입
단가

수입업체
판매가격1

도매
가격

소매
가격

수입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

유통
마진율

a b c d
①

(b-a)/d
②

(c-b)/d
③

(d-c)/d
①+②+
③

2008 1,341 1,676 2,446 3,176 10.6 24.3 23.0 57.8

2009 1,381 1,726 2,405 3,169 10.9 21.4 24.1 56.4

2010 1,952 2,439 2,595 3,531 13.8 4.4 26.5 44.7

2011 1,947 2,433 2,679 3,018 16.1 8.1 11.2 35.5

2012 1,940 2,425 2,656 4,019 12.1 5.8 33.9 51.7

’08∼’12
평균

2,062 2,577 2,952 3,993
12.9

(26.7)

9.4

(19.5)

26.0

(53.8)

48.4

(100.0)

주: 1) 수입업체 판매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연도 주요 농수산물유통실태 출하

단계 유통마진 비율을 역산하여 추정한 것임.

2)수입단가는 수입CIF가격+관세이며,도매 및 소매가격은 <www.kamis.or.kr>의 상품 

기준 가격임.

2. 수입과일 유통실태 조사15

이 절에서는 수입과일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업체(6), 도매

시장법인(4), 중도매인(7), 대형할인마트(5)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

과를 제시한 것이다.

15 본 절은 수입청과물 과일 수입업체, 중도매인,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면

접 조사한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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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과일 유통경로

과일 수입은 다수의 수입업체와 소수의 대형할인마트가 담당하고 있으

며, 전체 수입물량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직수입 비중(30%)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업체와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수입된 과일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먼저 수입업체의 판매처는 도매시

장법인과 중도매인 및 청과유통업체, 대형할인마트 등이며, 이곳에서 구입

된 수입과일은 다시 재래시장, 과일소매점, 가공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으로 판매되어 소포장, 가공식품, 식재료, 다식 등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된다. 대형할인마트에서 직수입한 과일은 가공업체, 외식업체, 급

식업체 등으로 거래되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최종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된다.

과일 수입업체는 대부분 과일 수입에서 도매 거래까지 담당하며, 도매법

인이나 중도매인, 과일 유통업체 등의 중간도매상에 70%의 물량을 판매하

고, 대형할인마트에 30% 정도를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자체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소매영업을 시

행하기도 하지만, 소매단계에서 취급하는 물량은 극히 소량이다.

극성수기의 경우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업체끼리도 거래하는 경우도 있

다. 수입업체는 대부분 직접 조사를 통해 해외 수출바이어와 접촉하고 있

으며, 대체로 특정 수출바이어와 오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규 거래 시 대사관을 통해 외국 수출업체나 현지 브로커를 추천

받기도 하며, 수출업체나 브로커의 요청으로 수입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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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입과일 유통경로와 경로별 비중

주: 1) 유통경로별 비중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유통업체 면접조사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

여 재구성함.

2) 경로상의 비율은 판매처 비중, 박스 안은 해당 유통업체의 구입처 비중.

도매시장법인은 수입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한 수탁판매를 주로 하고 있

는 가운데, 출하주인 수입업체와의 정가수의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90% 이상), 수입업체의 경매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경매로 판매하

고 있다. 수입과일 중 상장(경매)품목은 오렌지, 포도, 바나나 세 품목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수입업체 요청가격을 토대로 중도매인과 협의를 거쳐 결

정된 정가수의판매액을 수입업체에게 지불하고, 수입업체는 법정수수료(판

매액의 4%)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지불한다. 또한 수입업체는 도매시장 하

역노조에 하역비(판매액의 1%)를 지불한다. 개별 거래마다 도매시장법인

은 출하장려금을 수입업체(판매액의 0.45%)에게, 판매장려금을 중도매인

(판매액의 0.55%)에게 각각 환급하고, 서울시에 시장사용료(0.5%)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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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도매인은 수입업체와 직거래하거나(70%)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경

매(30%)를 통해 수입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경매로 나오는 수입과일은 직

거래 판매가 어려울 때에 수입업체가 청과법인에 경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가격이 직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편이다.16 중도매인의 수입

과일 판매처는 대형할인점(30%)과 과일 소매점(일반 슈퍼마켓 포함)(30%)

이 가장 많으며, 가공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에도 일정 물량을 판매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할인마트는 대체로 수입과일을 직수입하

고 있으며(70%), 국내 수입업체나 중도매인으로부터도 일정 물량을 구입

하고 있다(30%). 직수입 시 대형할인마트는 돌, 델몬트, 제스프리 등 다국적

기업의 국내지사를 통하거나 전문적인 국제식품구매위탁업체(international

food sourcing organization)와의 거래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수입업체나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수입단가와 비교해 

국내 구입단가가 낮은 경우이다.

2.2. 과일 수입업체의 유통비용 및 이윤

수입업체의 유통마진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유통비용과 유통이윤

을 합한 금액으로 연간 평균마진율은 10~15% 수준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판매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운송비, 하차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직접비용

은 유통마진의 30%(또는 수입원가의 5%) 수준이고, 인건비, 창고보관료 

등의 간접비용도 유통마진의 20%를 차지하며, 나머지 50%가 유통이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과일 직수입 시 연간 평균마진률은 25~30% 수준

이며,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유통비용은 유통마진의 1/3을 차지하고, 나

머지 2/3가 유통이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시로 제시한 <표 3-3>은 

16 또한 수입과일에 대한 거래방식(정가수의매매와 경매)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도매시장법인은 정

가수의매매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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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한 대형할인마트가 미국산 오렌지와 칠레산 포도를 직수입하면

서 발생한 톤당 평균 유통비용과 이윤을 세부항목별로 보여주고 있다. 미

국산 오렌지의 경우 컨테이너당 17톤(18kg 박스 950개)이 적재되며, 칠레

산 오렌지는 컨테이너당 18톤(8.2kg 박스 2,280개)이 적재된다. <표 3-3>

은 두 과일의 컨테이너당 비용을 톤당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표 3-3. 2012년도 특정 대형할인마트의 수입과일 톤당 유통비용 및 이윤(예시)

구 분

오렌지 포도

금액
(원/톤)

비중
(%)

금액
(원/톤)

비중
(%)

최초 구매
원가(A)

수입원가 1,570,500 54.7 4,386,193 68.6

통관수수료 89,722 3.1 95,570 1.5

관세 392,611 13.7 179,788 2.8

비
용

직
접
비

운송비 63,278 2.2 58,953 0.9

하차비 12,222 0.4 26,852 0.4

포장재료비 20,611 0.7 50,043 0.8

감모비(폐기물 처리비) 97,667 3.4 209,936 3.3

청소비 13,889 0.5 36,617 0.6

소계(1) 207,667 7.2 382,400 6.0

간
접
비

인건비 27,778 1.0 85,439 1.3

점포관리비(시설사용료) - 0.0 - 0.0

차량유지비 - 0.0 - 0.0

영업비(복리후생비) - 0.0 - 0.0

저장고 임대사용료 38,500 1.3 100,696 1.6

조합(회원) 회비 - 0.0 - 0.0

기타비용
(통신비, 교통비 등)

- 0.0 - 0.0

소계(2) 66,278 2.3 186,135 2.9

영업외비용(3)
64,316 2.2 143,660 2.2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합계(B=(1)+(2)+(3)) 338,944 11.8 712,195 11.1

이윤(C) 478,333 16.7 1,074,700 16.8

총판매액(D=A+B+C) 2,870,111 100.0 6,393,520 100.0

주: 수입원가는 CIF 기준이며, 직접비와 간접비의 인건비는 국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불

하는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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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오렌지와 칠레산 포도의 톤당 유통마진율은 각각 28.5%와 

27.9%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톤당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수입원가

의 비중이 미국산 오렌지는 54.7%, 칠레산 포도는 68.6%로 큰 차이가 존

재한다. 그러나 두 품목의 관세 차이를 고려하면 국내 도입원가(수입원가

에 관세와 통관수수료 포함)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미국산 

오렌지의 협정관세(3~8월 30%, 나머지 기간 50%)는 칠레산 포도의 협정

관세(11~4월 8.3%, 나머지 기간 45%)보다 3배 이상 높다.

수입과일 관세인하 혜택의 귀속에 대한 다양한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조

사한 결과, 수입업체는 국내소비자(60%)와 국내 유통업체 및 중간상인

(35%)이 관세인하의 혜택을 대부분 누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도매시장법인은 FTA 상대국의 수출업체가(수입업체도 일부), 중도매인은 

수입업체가(국내 소비자도 일부) 대부분의 관세인하 혜택을 독점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국내소비자가 50%, FTA 상대국의 

수출업체가 20%, 국내 유통업체 및 중간상인이 20%, 수입업체가 10%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FTA 발

효 이후 상대국의 수출업체가 가격협상 시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입과일 유통

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품목의 경우, 시장가격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

문에 수입업체는 수입단가와는 무관하게 시장가격에 맞게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FTA 관세인하 첫 해에는 신규 

수입업체의 시장 진입이 대폭 증가하여 수입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되는 경

향이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과일의 국내 시장가격은 하락하고 개별 수입

업체의 유통이윤은 감소해 다음해에는 다수의 영세 수입업체들이 수입시

장에서 이탈하면서 유통시장의 수급균형이 회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례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의 오렌지 수입업체 수는 160여 개로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신규 

수입업체가 오렌지 수입시장에서 탈퇴하여 수입량(7만 4,000톤)이 2012년 

상반기보다 17.4% 감소하였다(2013년 1분기 농축산물 수입동향). 2012년

의 오렌지와 같이 수입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매가격 인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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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혜택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반면, 미국산 체리의 경우 FTA 발효 

이후 큰 폭의 수요증가로 수입업체의 이윤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는 해당 수입과일의 시장상황(신규 수입업체 수와 국내 수요의 탄력

성 등)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의 후생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수입과일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과일 수입업체는 국내에 수입과일을 공급하는 첫 번째 유통주체이다. 그

러나 안정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입업체는 매우 소수이며 대다수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영세한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수입시장의 불안정

성이 높은 편이다(이용선 등 2008). 장기적으로 수입과일 시장규모가 확대

되고 식품안전과 안정적인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과

일 수입시장에 대한 진출입에 일정한 제도적 제약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소비부진 시 수입물량의 재고 적체가 심화되고 품질 악화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영세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수입과일에 대한 시장 수요와 국산 과일의 작황 및 시세, 해외 수

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업체의 신중한 진출입 의

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수입업체의 도매시장 거래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도매법인이 수집 기능은 소홀하고 수입업체와 중도

매인 간 대금결제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도매시장에서는 

국산과일과 수입과일 간 하역비 부과 방식이 달라 수입업체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즉,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팔레트 단위의 출하라 할지라도 하역

비가 더 높게 책정되는 박스 단위로 부과되면서 수입업체의 불필요한 물류

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17 사회 정서상 수입업체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

17 박스 단위로 부과된 하역비는 팔레트단위 부과방식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 청과물을 취급해야 한다는 정서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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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 품목별 원산지 증명서를 과다하

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수입축산물 유통실태 조사18

3.1. 설문 조사 개요 

수입축산물의 유통체계와 흐름 파악을 위해 수입육 수입·유통업체와의 

면접조사(2013년 6월 15일~9월 2일)를 실시하였다. 수입육 수입·유통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 및 단계별 판매처별 거래비중 그리고 유통비

용 및 이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수입에서 도매단

계(수입대행 포함)까지 취급하는 업체가 55.6%(25개사)로 가장 많고, 수입

에서 도매 및 소매 단계까지 취급하는 업체가 40.0%(18개사), 도매에서 도

매와 소매까지 취급하는 업체가 4.4%(2개사)이다. 이들 업체의 수입육 평

균 연간 취급물량은 쇠고기가 1,033.4톤, 돼지고기는 1,655.7톤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육 구입조달방법 및 비중에 대해 살펴보면,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직

수입하는 업체의 비율이 쇠고기는 56.3%, 돼지고기는 69.7%로 높으며, 직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매업체(중간유통)가 수입업체로부터 수

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하역비는 중도매인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후생감소

로 이어짐. 면접조사 결과 과일 수입업체들은 가락시장 재건축 시 저온 저장 

시스템(cold-chain system)을 구축하고 시장 내 하역 주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
18 본 절의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협회 회원인 수입축산물 수입

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분석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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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육을 구입하는 비율은 쇠고기가 30.8%, 돼지고기는 22.7%이고, 도매상

에게 구입하는 비율은 쇠고기가 10.1%, 돼지고기는 7.6%이다. 수입 품목

은 최종 소비처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부위육, 부

산물 등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개의 수입·유통업체에서 

모든 품목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 간, 도매업체 간, 도매업체와 

수입업체 간 필요 품목을 서로 구매 판매하면서 최종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창고는 업체 간의 원활한 수급 조달을 위해 한곳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현재 수도권에서는 기흥지역이 가장 잘 발달되

어 있고, 경기도 광주와 용인지역 등 전체의 80.0%가 수도권 창고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일부 대전이나 부산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록 3 참조).

표 3-4. 수입·유통업체의 수입육 구입 조달방법

단위: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직수입 56.3 69.7

수입업체로부터 구입 30.8 22.7

도매상으로부터 구입 10.1 7.6

기 타 0.5 0

계 100 100

조사업체의 국가별 수입육 취급 비중은 쇠고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이 가장 높은 57.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지역이 41.3%, 유럽이 10.8%를 차지하였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중심의 유럽이 54.1%로 가장 높고, 북미지역이 목전지 중심으로 41.4%,

칠레가 삼겹살 중심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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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수입물량의 국가별 취급 비중

단위: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57.4 41.4

유 럽 10.8 54.1

남미(칠레) 0.0 4.4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41.3 0.0

기 타 0.5 0.1

계 100 100

3.2. 수입육 유통경로

수입육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수입업체 → 도매업체(중간유통업자) →

최종 소비처(정육점, 다식점, 체인점, 대형마트, 단체급식소 등) → 소비자

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체인점, 대형마트, 단체급식소 등 최종 소비

처에서도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원료육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향이 증가하

고 있다.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에서 도매 단계까지만 거래(수입대행 포함)

하는 경우와 수입에서 도매 및 소매 단계까지 거래하는 업체로 크게 구분

된다.

<그림 3-3>의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를 보면,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가 해

외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중 도매 단계까지만 거래하는 수입업체

의 수입비중은 56.3%이고, 도매 유통업체가 수입하는 비중은 43.7%이다.

이 중 도매 단계까지 거래하는 수입업체(56.3%)의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유통경로를 보면, 중간유통업체인 도매상에 46.0%로 가장 많이 판매하고,

햄, 소시지 등을 가공하는 2차 육가공업체의 원료 등으로 10.3%, 기타 최

종 소매단계로 5.5%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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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18.1)

주: 유통경로별 비중은 45개 업체 조사에 의한 것으로 실제 비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간 도매업체의 경우에는 육가공업체에 18.1%를 판매하고, 소매 단계

(수입업체 판매물량 5.5% 포함)에서는 정육점이 32.3%로 가장 많이 판매

하고 있으며 식당 22.2%, 대형할인점 9.1, 급식 2.8%, 기타 5.2% 순이다.

한편, 수입업체의 판매처별 쇠고기 판매비율(100%)은 도매유통업체가 

70.8%로 가장 높고, 육가공업체 9.9%, 정육점 슈퍼 7.6%, 대형할인점 

4.4%, 식당 3.9%, 단체급식 0.8%, 기타 2.6% 순이다(표 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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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수입업체의 판매처별 쇠고기 판매비율

단위: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도매상(유통업체) 70.8 69.3

육가공업체
1차(식육포장) 5.8 8.7

2차(가공품) 4.1 4.7

대형할인점 4.4 2.8

단체급식 0.8 1.8

정육점·슈퍼 7.6 7.0

식 당 3.9 2.2

기 타 2.6 3.5

계 100 100

한편, <그림 3-4>의 수입 돼지고기 유통경로를 보면, 국내 돼지고기 수

입업체가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중 도매 단계까지만 거래하

는 수입업체의 수입비중은 69.7%로 쇠고기에 비해 13.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 유통업체가 수입하는 비중은 30.3%로 쇠고기에 비해 

13.4%나 낮은 수준이다. 이 중 도매 단계까지 거래하는 수입업체(69.7%)

의 수입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중간유통업체인 도매상

에게 77.1%로 가장 많이 판매하고, 햄, 소시지 등을 가공하는 2차 육가공

업체의 원료 등으로 14.0%, 기타 최종 소매 단계에 8.9%가 판매되고 있다.

중간 도매업체의 경우에는 육가공업체에 26.1%를 판매하고, 소매단계(수

입업체 판매물량 8.9% 포함)에서는 정육점이 23.0%로 가장 높으며 식당 

11.4%, 대형할인점 6.3, 급식 3.9%, 기타 15.3% 순이다.

한편, 수입업체의 판매처별 돼지고기 판매비중(100%)은 <표 3-6>에서와 

같이 도매유통업체가 69.3%로 가장 높고, 육가공업체 13.4%(1차(식육포장)

8.7%+2차(가공품)4.7%), 정육점 슈퍼 7.0%, 대형할인점 2.8%, 식당 2.2%,

단체급식 1.8%, 기타 3.5% 순이다. 특히, 수입돼지고기의 육가공업체 판매

비중은 국내산 돼지고기 비중(5.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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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수입 돼지고기 유통경로

주: 유통경로별 비중은 45개 업체조사에 의한 것으로 실제 비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3. 수입육 유통비용 및 이윤

수입업체의 2012년 전체 평균 구입단가(정육 및 부산물 포함)는 쇠고기

가 6,934원/kg, 돼지고기가 4,583원/kg이었다. 이에 대한 전체 평균 판매단

가(정육 및 부산물 포함)는 쇠고기가 8,736원/kg, 돼지고기는 6,785원/kg으

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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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비용 및 이윤(2012년 기준)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금액
(원/kg)

비중(%)
금액
(원/kg)

비중(%)

최초

구매원가

수입원가 5,864 84.6 4,054 88.5

관 세 1,070 15.4 529 11.5

소계(A) 6,934 100.0 4,583 100.0

비

용

직

접

비

내륙운송비 등(항구도착

하역～검역창고 입고까지)
84 51.2 84 62.7

상·하차비 14 8.5 14 10.4

포장비(스티커표기 등) 4 2.4 4 3.0

감모비(검사 관련

sample,부분불합격 등)
58 35.4 30 22.4

통관제비용

(검역료 및 검역수수료)
4 2.4 2 1.5

소계 (1) 164 100.0 134 100.0

간

접

비

인건비성비용 95 39.4 213 38.2

건물관리비(임대료 등) 20 8.3 25 4.5

냉동창고 보관료

(상하차비포함)
54 22.4 149 26.8

차량유지비 17 7.1 26.2 4.7

기타 제경비(운송료,

제세공과금,기타경비등)
55 22.8 144 25.9

소계 (2) 241 100.0 557 100.0

영업 외 비용(금융비용등) (3) 399 　 121 　

비용합계(B=(1)+(2)+(3)) 804 9.2 812 12.0

이윤(C) 998 11.4 1,390 20.5

판매가격(D=A+B+C) 8,736 100.0 6,785 100.0

주: 1) 직접경비는 수입육 취급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샘플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임.

2) kg 당 간접비는 업체별 연간 취급물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물량을 구하고 이

를 kg 당 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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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평균 마진(비용+이윤)율은 쇠고기가 20.6%(비용 9.2%+이윤 

11.4%)이고, 돼지고기는 32.5%(비용 12.0%+이윤 20.5%)로 돼지고기의 마

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 중 평균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쇠

고기가 11.4%이며, 돼지고기는 20.5%로 조사되었으며, 비용의 경우 쇠고

기가 9.2%, 돼지고기 12.0%로 비용과 이윤 모두 돼지고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중 내륙운송비, 상하차비, 포장비, 감모비, 통관제비용 등 평균 고

정비는 kg당 쇠고기가 164원이고 돼지고기가 134원으로 쇠고기가 약 30원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인건비, 건물관리비, 창고보관료, 차량유지

비, 거래처 운송료,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kg당 간접비(변동비)는 쇠고

기가 241원이고 돼지고기가 557원으로 돼지고기가 거의 배 이상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간접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쇠고기가 39.4%, 돼지고기는 3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창고보관료로 쇠고기가 22.4%, 돼지고기는 26.8%이며, 이들 인건비와 창

고보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쇠고기 61.8%, 돼지고기는 65.0%로 3분의 2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비용은 쇠고기의 경우 399원/kg, 돼지고기는 

121원/kg으로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수입육업체의 운영 실태 

수입업체가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

로  ‘국내산 가격상승’을 선택한 업체는 17개로 제일 많았으며, ‘수입육 

재고량 감소’를 꼽은 업체는 12개로 뒤를 이었다. 합계 점수를 보면 1위가 

수입육 재고량 감소(64점), 2위는 국내산 가격 상승(61점), 3위는 수입육 

가격 상승순으로 집계되어 수입업체들은 재고 및 국내외 가격 변동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결정요인으로 ‘수입오퍼가격 하

락’, ‘국내산 생산량 감소’ 및 ‘경영전략’ 등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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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개월
이하

1～2개월 2～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쇠고기 5.5 30.6 30.6 22.2 5.5

돼지고기 5.5 27.8 25.0 30.6 5.5

표 3-8. 수입 돼지고기 쇠고기 및수입 결정요인

단위: 업체수 비율(%),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합계

① 국내산 가격 상승 17/38.7 2/4.5 6/13.6 61

② 수입육 가격 상승 8/18.2 12/27.2 6/13.6 54

③ 국내산 생산량 감소 2/4.5 9/20.5 8/18.2 30

④ 수입육 재고량 감소 12/27.2 11/25.0 9/20.5 64

⑤ 수입 오퍼가격 하락 3/6.9 9/20.5 11/25.0 33

⑥ 기타(경영전략 등) 2/4.5 1/2.3 4/9.1 14

주: 합계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계산한 것임.

수입업체의 수입육 평균재고보유량은 쇠고기의 경우, 보편적으로 1~3개

월분을 보유(61.2%)하고 있으며, 3~6개월분은 22.2%, 1개월 이하나 6개월 

이상은 각각 5.5%이다. 돼지고기는 3~6개월분을 보유하는 업체가 30.6%

로 가장 많고 1~2개월은 27.8%, 2~3개월은 25.0%로 보편적으로 1~6개월 

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1개월 이하나 6개월 이상은 각각 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수입육 평균 재고보유분의 수입업체 분포

단위: %

수입육 판매가 어려울 경우 이용하는 판매우선전략으로 쇠고기의 경우 

가장 먼저, 할인판매전략을 이용하고, 두 번째로 장기 냉동보관하며,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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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손실판매처리 그리고 일부 해외로 반출처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첫 번째 전략은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마진을 

축소한 할인판매 전략, 두 번째로 손실판매 전략, 다음으로 장기냉동보관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이행 이후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혜택이 누구에게 귀

속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 최대 수혜자는 해외 축산물 수출업체(65.1%)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수입·유통업체(12.0%), 국내 소비자(10.9%), 국내 수입

육 판매업체(7.3%), 정부(4.7%) 순으로 나타나 해외 수출업체가 FTA 관세

인하 혜택을 상당 부분 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0. FTA 이행 이후 수입축산물의 관세인하 혜택 수혜자 조사 결과

단위: %

순 위 수혜자 비 율

1위 수출업체 65.1

2위 수입·유통업체 12.0

3위 국내 소비자 10.9

4위 국내 수입육 판매업체 7.3

5위 정 부 4.7

계 100

이처럼 수입업체들이 수출업체를 최대수혜자로 인식하는 것은 그동안 

수입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국내 수입육시장이 해외 수출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이 되면서 관세가 내려가면 오히려 수출업체의 

오퍼가격(offer price)19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20 다시 말

19 수출입 협의 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르는 가격으로 매수자는 이를 받아 희

망구입가격(request price)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함.
20 실례로 2010년 구제역으로 인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25% → 0%)를 적용하여 국내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

려 하였으나, 시행 직후 특별한 가격 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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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수입축산물의 관세인하분의 일부분을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에 부가하

여 국내에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대부분의 관세인하 혜택을 수출

업체가 독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3.5. 수입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FTA 이행 이후 수입축산물의 수입 확대로 기존과 다른 축산물 유통체

계가 형성되어 국내 축산업 및 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축산물시장의 비합리적 시장 및 유통구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축산물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우선, 수입육시장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수입육시장은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국내 수입육시장이 해외 수출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자 시

장(sellers market)이 되어 수입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육류수

출입협회와 같은 수입업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업체 간 과당경쟁을 지

양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희망구입가격(request price) 범위 설정, 대량 공

동구매, 단체행동 등으로 수출업체 교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구매자 교섭

력(buyer’s bargaining power)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급된 바와 같

이 돼지고기 할당관세 등 정부의 지나친 인위적 시장 개입은 오히려 수입

육시장 유통질서를 흐리고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산 돼지고기

나 쇠고기 등의 공급과잉 시 수입육시장과 상호 연관성이 고려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며, 수입축산물의 인기품목과 비인기 품목의 집중 또는 부족

현상으로 인한 품목 간 시장가격 등락폭이 확대되고 있어 품목 간 적정수

입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출업체의 대 한국 삼겹살 오퍼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입육

에 대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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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FTA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산

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21 등 기타 요인이 수입량과 국내 도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FTA 체결이 수입물량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FTA 체결 이후 관세인하 효과가 농산물 수입량 확대에 얼

마나 기여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밖에 수입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결정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세인하 혜

택이 고려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 모형과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s) 모형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대 요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관세감축에 따른 국내산과 체결국산, 체결국과 비체결국 

수입농산물 사이의 대체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21 가격 및 물량규모, 품질, 프로모션, 유통망, 브랜드 등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요소들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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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이해

FTA는 협정체결 당사국에게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를 적용하므로 

제3국 즉, 비체결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FTA는 체결당사국에게는 관세를 낮춤으로써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

기도 하고, 한편으로 수입선을 관세가 유지되는 비체결국으로부터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동시 발생하게 된다. 여기

서 전자의 현상을 무역창출효과라고 하고 후자를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무역창출효과는 수입 증대의 원인을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비교우위

에 의한 변화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열위의 국내산 농산물이 

비교우위의 외국산 농산물로 대체에 의한 것( )과 가격하락에 의한 

상대적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에 의한 것( )이다. 무역전환효과

는 기존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일부가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

되는 경우 즉,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대체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다

( ).

<그림 4-1>을 토대로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수입국의 특정 농산물에 대

한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토대로 FTA 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가격이  ,

비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가격이  라 하고 관세가 T만큼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FTA 체결국 가격(
 )이 비체결국 가격(

 )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수입량은

( )이 되고 전량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만일 FTA가 발

효 되어 체결국으로부터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은 ( )으로 확대

되어 FTA 체결 이전보다 ( )+(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 경

우 수입량 증가분 ( )+( )는 무역창출효과에 의한 것이 되고 

( )만큼은 수입선이 비체결국으로부터 체결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

환효과에 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농산

물을 소비할 수 있어 좋은 반면, 생산자의 경우 더 낮은 가격과 적은 수량

만 판매할 수 있고, 정부의 관세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FTA 체결 즉,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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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소비자 후생의 경우 (A+B+C+D)만큼 증가하고 생산자 후생은 (A),

정부관세수입은 (C+E)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B+D)보다 (E)가 크다

면 FTA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사회

적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FTA로 인해 

수입선이 수출단가가 낮은 국가로부터 더 높은 국가로 전환되어 사회적 후

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창출

효과 및 무역전환효과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각 경제주체별 사회적 후

생변화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증대 요인을 두 가지 효

과로 구분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다.


 　: FTA 체결국 수입가격 + 관세부과(T)


 　: 비체결국 수입가격 + 관세부과(T)

　: FTA 체결국 수입가격

　: 비체결국 수입가격

그림 4-1. 관세인하에 의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구조

자료: Susanto(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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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두 가지 무역효과를 통해 FTA 무역 효과를 계측한 연구가 그

동안 다수 수행되어 왔다.

Viner(1950)는 FTA 체결 이후 교역의 증대 원인이 새로운 체결국으로부

터의 무역창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비체결국으로부터 무역전환을 

통해 이뤄졌는지 밝혀내기 위해 최초로 수입수요함수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분석결과, 무역창출효과의 경우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켜 사회적 총후

생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전환효과의 경우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국가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게 되어 사회적 총후생은 축소되

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Susanto 등(2007)은 NAFTA로 인한 미국과 멕시코 양국 간 무역창출효

과 및 무역전환효과 존재 여부를 계측한 결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NAFTA를 통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반면, 비체결국으

로부터의 수입증가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산물의 경우 무역창출효

과에 의한 수입 증대가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보다 현저히 큰 것으로 결

론을 내리고 있다.

Vollarth 등(2011)는 전 세계 69개국의 30년간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지

역무역협정(RTA)의 체결이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의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RTA 참여국 간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제3국에는 무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무역증대 효과가 무역

감소 효과를 상회하여 총괄적으로 RTA가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분석하였으며 무역증대 효과는 34∼93%이며, 비참여국과의 무역감소 

효과는 26∼46%라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까지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후에도 Clausing(2001), Magee(2008), Plummer et al.(2010) 등은 패널 

중력모형을 통해 무역효과의 존재 여부 및 정도에 대해 추정하였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 민혁기 등(2011)과 배찬권 등(2012)의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지만 전체 교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등 농산물 관련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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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 모형 및 자료

1.2.1. 무역창출효과 분석

FTA 체결 이후 관세인하 효과가 수입농산물 수입량 확대에 얼마나 기

여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밖에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

른 결정요인들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Viner(1950)의 기

본 수입수요함수 모형에 FTA 특혜이윤(preferential margin: PM)과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MS) 등 주요 변수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기타 요인 변수들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확장된 무역창출효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주요 변수로 FTA 특혜이윤(PM)과 시장점유율(MS)을 고려한 것

은 해당 농산물의 수입시장구조가 완전경쟁 시장구조하에서는 차별적인 

관세 인하로 발생하는 FTA 특혜이윤에 따라 수입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

지만,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존 시장지배력(시장점유율)에 따라 수입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시장구조의 특징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모형구축 시 이들 변수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FTA에 의한 차별적인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FTA 특혜이윤(P

M)22은 첫 번째 주요 수입증대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환산할 수 있다.

    
   



   


× 

여기서  
은 체결국 양허관세,  

는 비체결국(최혜국) 양

허관세로 FTA 체결로 체결국 관세가 비체결국보다 점차 낮아질 경우 특혜

이윤(PM)은 커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전기(t-1)

22 체결국과 비체결국 사이의 관세 차이(OEC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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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즉,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을 두 번째 주요 수입증대 요인

으로 다음과 같이 시산할 수 있다.

    
 

    


    


× 

(무역창출효과 모형)

ln  
    ln  ln 

  ln  
  ln 

 ln   ln   
  ln      

여기서 종속변수   
는 t년도 i 세번 품목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는 세번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세번(i)별 고정효과(HS

CODE fixed effect)23를, 는 수입연도에 대해서 연도 임의효과(year

random effect)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설명변수로서 는 우리나라 

GDP 수준을 나타내며,  
와  

 는 각각 FTA 체결국 수입가격($/

톤), 비체결국 수입가격($/톤)을,  은 체결국 FTA 특혜이윤을,  은 

환율(원/$)을,    
 는 시장점유율(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

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전기 비중),   는 국내산 생산량을 각각 나타

낸다. 이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량은 GDP, 체결국 수입가

격, 비체결국(제3국) 수입가격, FTA 특혜이윤, 환율, 체결국 시장점유율,

국내산 생산량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24.

23 세번별 더미를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24 무역창출효과 모형 추정결과가 FTA 특혜이윤이 확대될수록 종속변수인 체결

국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FTA 체결 이후 수입증대요인이 무역

창출효과에 있는 것이며, 체결국산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체결국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도 기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품목일수록 수입량

도 보다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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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무역전환효과 분석

체결국의 관세인하로 특혜이윤이 확대될 경우 체결국 수입가격은 비체

결국산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기존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일부가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됨에 따라 비체결국으로부터 수

입은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전환효과를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무역전환효과 모형)

ln  
    ln   ln 

  ln  
 ln 

 ln   ln  
  ln     

여기서 종속변수   
는 t년도 i 세번 품목의 비체결국산 수입량을 의

미하며, 체결국 수입가격, 비체결국 수입가격, 체결국 FTA 특혜이윤, 환율,

체결국산 시장점유율, 국내산 생산량에 의해 비체결국 수입량이 결정되는 

것을 나타낸다.25

1.2.3.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관세율 변화가 수입 변화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한·칠레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2000~2011

년까지 12개년치를 사용하고, 분석 품목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입액 

25 무역전환효과 모형 추정결과가 체결국 FTA 특혜이윤이 확대될수록 비체결국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기존 비체결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량의 일부가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함. 한편, 체결국 시장점유율이 확대될수록 비체결국 수입량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기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체결국산 품목일수록 비체

결국산 수입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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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한 돼지고기, 포도, 키위, 포도주 네 가지 

품목으로 한정하였으며, HS 10단위 기준으로는 총 40개 세번으로 구성하

여 연도별 세번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각 모형의 

종속변수인 세번별 칠레산 수입량(톤)과 비체결국산 수입량(톤) 자료는 

Global Trade Atlas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설명변수로 세번별 칠레산 수입

단가($/kg, cif), 비체결국산 수입단가($/kg, cif),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

에서의 칠레산 시장점유율(%)(t-1) 자료는 동일출처 자료를 사용하였다. 환

율은 한국은행의 연평균 환율(원/$)을 적용하고, 특혜이윤 계산은 세번별(i)

연도별(t) 한·칠레 FTA 협정문의 관세인하 스케줄과 WTO 기본 관세율

(MFN)을 활용, 각각 시산하여 활용하였다. 국내산 생산량은 작물통계, 축

산물수급실적, 포도주의 경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품목편 자료를 활

용하였다.

추정방법은 분석기간 동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OLS방식을 이용할 경우 편의되거나 불일치한 추정치가 도출될 가

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 같은 추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Panel

Tobit모형을 활용하였다. 추가로 세번별 연도별 고유 특성을 고려하기 위

해 세번별 고정효과(더미효과)와 연도별 임의효과를 함께 적용하였다. 실

증분석에서는 각 설명변수의 탄성치를 계측하기 위하여 양변에 대수를 취

하였다.

1.3. 수입물량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1.3.1. 무역창출효과 모형 추정결과 (체결국 수입량)

<표 4-1> 수입물량 결정요인 추정결과에 의하면, 칠레산 수입농산물 수

입량은 칠레산 대한 FTA 특혜이윤(PM)이 확대될수록, 칠레산 시장점유율

(MS)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 중심으로 살펴보

면, 우선 FTA 관세인하에 의한 특혜이윤이 1% 증가하면, 국내 수입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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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키 위 포 도 포도주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0.019*** -2.78 0.002** 2.14 0.016*** 2.73 8.873* 1.9

 
 -0.760 -1.06 -1.652** -2.04 -0.333 -0.98 -2.413*** -4.79

 
 1.006 1.29 2.564*** 2.76 0.072 0.03 1.215*** 2.72

  0.351*** 2.97 0.029** 2.24 0.197*** 2.95 18.402* 1.94

  -0.190*** -3.01 -0.008 -1.01 0.122** 2.48 -3.668 -1.1

 
 0.179** 4.59 0.003 0.14 0.124*** 3.66 0.371** 2.81

   0.003 0.28 -0.006 -0.37 -0.001 -0.16 -1.217 -1.08

 2.055*** 9.59 0.242*** 5.27 1.651*** 6.48 2.242*** 11.05

Pseudo   0.689 0.826 0.721 0.665

표 4-1.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결정요인 추정결과(무역창출효과)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돼지고기의 경우 0.35%, 키위 0.03%, 포도 0.2%, 포도주 18.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무역창출효과가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칠레산 수입농산물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시장점유율 변수의 추정

결과, 개별 품목별 시장점유율이 1% 증가하면, 포도주는 0.37%, 돼지고기 

0.18%, 포도 0.12% 순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변

수의 경우 GDP계수의 부호가 칠레산 돼지고기 경우만 부(-)로 나타나 우

리나라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열등재로 취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모든 분석대상 품목의 경우 칠레산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비체결국산 

수입가격이 높을수록, 환율이 하락할수록 칠레산 수입량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산 생산량 변수가 수입물량에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추정계수의 부호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품목이 부(-)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국내산과 칠레산 수입

농산물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돼지고

기의 경우 국내산 생산량 변수의 추정계수가 정(+)의 부호로 추정되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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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돼지고기 사이에는 보완재적 연관구조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칠레산 수입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FTA에 의한 차별적인 관세적용으

로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와 우리나라 수입돼지고기시장에서의 시장지배

력 그리고 기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2. 무역전환효과 모형 추정결과(비체결국 수입량)

비체결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칠레산 관세인하 혜택(PM)이 확대될수

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칠레산으로의 수입전환효과가 존재한다는 증

거를 찾을 수 없었다.26 반면, 나머지 분석대상인 키위, 포도, 포도주의 경

우 칠레산에 대한 FTA 특혜이윤이 확대될수록 비체결국산 수입량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비체결국산 수입량은 칠레로의 수입전환을 통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석대상 품목의 경우 한·칠

레 FTA 체결에 따른 칠레산 수입농산물의 수입증대 요인에 무역전환효과

에 의한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7 한편, 우리나

라 키위, 포도 및 포도주 수입시장에서 칠레산의 시장점유율(MS), 즉 시장

지배력이 증가할수록 비체결국산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칠레산 돼지고기의 창출효과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변수

의 추정계수가 부(-)로 계측되어, 비체결국산 돼지고기 역시 열등재로 취급

26 이와 같은 결과는 수입돼지고기의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0년 말 구제역 파동 이후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로 체결국의 관세인하 혜택이 비체결국과 무차별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7 미국산 키위 수입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부터 

거의 수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칠레산 포도주 수입도 FTA 체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미국산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수입이 확대되

었음. 반면, 미국산 포도주는 칠레산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오히려 수입 비

중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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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변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및 부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추정결과 해석에서 생략하였다.

돼지고기 키 위 포 도 포도주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0.020*** -3.52 2.624*** 8.70 0.011*** 4.15 0.002* 1.76

 
 0.342 0.58 0.894** 2.11 0.003 0.02 -0.042 -1.21

 
 -0.180 -0.28 1.294* 1.83 -0.619 -0.59 -0.143*** -4.16

  0.388*** 4.00 -3.131*** -4.41 -0.092*** -3.01 -0.002 -0.06

  -0.201*** -3.88 2.009*** 3.68 0.077*** 3.14 0.009 1.29


 0.049 1.54 -0.014* -1.08 -0.021 -1.32 -0.403 -0.63

   0.005 0.61 -0.805*** -3.33 0.004*** 2.28 -0.002*** -2.74

 1.685*** 9.59 0.128*** 5.29 0.742*** 6.16 0.301*** 9.43

Pseudo   0.787 0.929 0.843 0.678

표 4-2.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결정요인 추정결과(무역전환효과)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한편, 우리나라 전체 수입농산물의 수입액과 수입비중 변화를 FTA 체결

국과 비체결국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 <그림 4-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S 코드 기준으로 01~24류 중 03류를 제외한 농산물 수입실적을 2004년

부터 2012년까지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우선 농산물 수입액 추이를 살펴

보면, 2006년까지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6년까지 

거의 같은 규모와 성장세를 기록하다 이후 FTA 체결국 수입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비체결국 수입액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

면, 비체결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체결국보다

는 기존 추세의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FTA 발효 기간 동안 체결국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수입 증대 요인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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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산물 수입액 비중의 경우 2006년까지 농산물 수

입액 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수입액 비

중은 약 50:50으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다 2007년 이후 체결국 비중이 높

아지면서 2009년에는 56:44까지 비중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55: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체결국의 일정 부

분 수입물량이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2006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관세인

하로 인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두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수입

농산물 수입 증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제3국)의 수입액 및 수입비중 변화

주 1. FTA체결국과 제3국의 수입액 및 수입 비중을 3년 이동평균으로 도시한 것임.

결론적으로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주요 4개 수입품목의 실증

분석 결과와 전체 수입농산물 수입액과 수입 비중 변화 추이를 종합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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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TA 체결 이후 관세인하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체결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두 

효과가 우리나라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정부의 관세 수입 등 각 경제주

체별 사회적 후생변화에도 직 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28 이와 관련해서 FTA로 인한 무역창출 및 전환 효과가 사회적 

후생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FTA 체결이 국내 도입가격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체결국산 수입농산물 도입가격은 

관세인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체결국산 수입농산물가격, 해당 수입농산물 

시장점유율, 환율, 기타 요인, 국내 생산, 현지 수출가격 및 국제가격의 등

락 등 그 밖에 다양한 가격변동 요인들로 인해 수입농산물 도입가격은 예

상했던 것과 달리 저렴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따라서 도입가격 

반응모형을 통해 관세인하혜택을 받은 국내 도입가격(CIF 수입가격29+관

세)과 가격변동 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

으로 국내도입가격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현지 수출가격과 관세인

하율, 시장점유율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연도별 추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현재의 수입단계에서 비대칭적 가격전달로 가격 왜곡의 존

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농산물 수입구조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8 무역창출효과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총 후생을 증가

시키지만, 무역전환효과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총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29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원가격,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수입단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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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석모형 및 자료

2.1.1. 도입가격 반응 분석

국내 도입가격과 가격변동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FTA 체결

국 농산물의 국내도입가격은 FTA 체결국 양허관세, 비체결국 수입농산물

의 국내도입단가, 체결국 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 등 주요 변수에 의해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입가격 반응모형)

ln  
    ln 


 ln 

 ln   
     

(종속변수)

  
 : 체결국 농산물의 국내도입가격(수입단가+관세부과)_ t년도 i

세 번 품목 (원/kg)

(설명변수)

 


: FTA 양허관세_ t년도 i 세 번 품목

  
 : 비체결국산 국내도입단가 _ t년도 i 세 번 품목(원/kg)

  
 : 체결국산 시장점유율(t-1) t-1년도  i 세 번 품목

, : 세번(i) 고정효과(HS CODE fixed effect)

 : 연도(t) 임의효과(year random effect)

2.1.2. 수출가격과 관세인하율, 시장점유율 간 상관성 분석

수입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 혜택이 현지 수출업자의 수출단

가 상승에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내 수입가격(CIF)과 직접적 관련

을 가지고 있는 체결국 현지의 대한국 수출가격(FOB)30, 대세계 수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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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국 농산물의 관세인하율, 체결국 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 간 연계구

조 즉 상호관련성을 상관계수 및 연도별 추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2.1.3. 분석자료

국내도입가격 반응 분석의 추정기간은 FTA 발효 이전(2000~2004년 이

전)과 이후(2004~2011년)로 구분하고 양변에 대수를 취하여 각 설명변수의 

평균적인 반응을 계측하였다. 수입량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관세율 

변화가 수입가격변화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한·칠레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칠레산 농산물 국내 

도입가격(원/kg)은 Global Trade Atlas를 통해 확보한 CIF 수입가격에 당년

도 관세를 추가하여 산출하였으며, 설명변수는 세번별 비체결국산 도입단

가(원/kg, CIF 수입가격+관세),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의 칠레산 시

장점유율(%)(t-1) 자료는 동일출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출가격과 가격변

인 간 상관성 분석 시 활용한 자료는 Global Trade Atlas의 품목별 수출가

격($/kg, FOB)을 이용하였으며, 칠레산 국내시장 점유율, 칠레산 관세인하

율 자료는 국내도입가격 반응 분석 시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다.

2.2. 국내 도입가격 결정요인 분석 결과

2.2.1. FTA 체결 이전 도입가격 반응함수 추정결과

2000~2004년 FTA 체결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칠레산 수

입농산물 관세( 


)요인의 추정계수가 1.056으로 나타나 칠레산 관

세가 10% 하락하면 칠레산 국내도입가격은 10.5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칠레산 수입가격 반응모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비체

30 FOB(free on board)은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수출단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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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산 수입농산물 국내도입가격( 
 ) 변수의 추정계수가 1.077로 추

정되어 비체결국산 국내도입가격이 10% 하락(상승)할 경우, 칠레산 국내

도입가격은 10.77% 하락(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칠레산 수입농

산물 시장점유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FTA 발효 이전 기간 동안 칠레산 수입농산물 

국내도입가격은 관세 인하 및 경쟁상대국(비체결국) 가격에 매우 단위 탄

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t|종속
변수

체결국산
국내도입가격

 


설명
변수

FTA
양허관세

 


1.056 0.342 3.09 0.0051***

비체결국산
국내도입가격

 
 1.077 0.225 4.79 <.0001***

체결국산
시장점유율

 
 -0.061 0.043 -1.44 0.1626

-2 log likelihood: 39.1,　AIC: 75.1, BIC: 102.5, Pseudo  : 0.907.

표 4-3. 칠레산 수입가격 반응함수 추정결과(한 칠레 FTA 발효 이전)

주: 1) ***, **는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계수값은 개별 변수의 탄성치를 의미함.

2.2.2. FTA 체결 이후 도입가격 반응함수 추정결과

다음은 추정기간을 체결 이후 2004~2011년으로 바꾸어 추정한 결과,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기간 동안 추정계수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칠레산 수입농산물 관세( 


)

추정계수는 1.056에서 0.329로, 비체결국산 수입농산물 가격(  
 )은 

1.077에서 0.842로, 칠레산 수입농산물 시장점유율(   
 )은 -0.06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0.185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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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결 이후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부호로 나타났다. 계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FTA 체결 이후 관

세 인하 혜택으로 칠레산 관세가 10% 하락하면 칠레산 국내도입가격은 

3.29% 하락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체결국산 국내도입가격이 

10% 하락할 경우도, 칠레산 국내도입가격은 불과 8.4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칠레산 수입농산물 시장점유율이 10%

증가할 경우 칠레산 국내도입가격을 1.85%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도입가격은 가격변인들에 대해 체결 이전보다 상

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계 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t|종속
변수

체결국산
국내도입가격

  


설명
변수

FTA 양허관세  


0.329 0.0734 4.48 <.0001***

비체결국산
국내도입가격

 
 0.842 0.1916 4.40 <.0001***

체결국산
시장점유율

 
 0.185 0.0306 6.03 <.0001***

-2 log likelihood: -21.3,　AIC: 24.7, BIC: 26.4 , Pseudo  : 0.994.

표 4-4. 칠레산 수입가격 반응함수 추정결과(한 칠레 FTA 발효 이후)

주:1) ***, **는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계수값은 개별 변수의 탄성치를 의미함.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칠레산 수입농산물 국내도입가격이 

FTA에 의한 차별적인 관세인하만큼 하락하지 않는 것은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의 칠레산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칠레 산지

에서 선제적으로 수출단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관세인하혜택의 일정 부분

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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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칠레산 포도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2.2.3. 수출가격, 관세인하율, 국내 칠레산 점유율 간 상관성 분석 결과

분석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대 한국 수출단가와 관세인하율 사이의 상관

계수를 계측한 결과, 포도가 -0.926, 돼지고기 -0.874, 포도주 -0.857, 키위 

-0.797순으로 매우 강한 음(-) 상관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관세가 인하되면 

대 한국 수출단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림 4-3>와 <그림 4-4>는 칠레산 포도와 돼지고기의 대 한국 

수출가격과 대 세계 수출가격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 한국 수출가격은 대 세계 수출가격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

이며 두 가격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 폭이 확대될수록 대 한국 수출단가는 대 세계 수출단가보다 상대적으

로 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포도의 경우 높은 국내 

칠레산 시장점유율 즉,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관세인하 폭만큼 칠레 현지

에서 수출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우 칠

레산 포도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인하 혜택은 미미해져 소비자 가격 인하

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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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반면, <그림 4-5>은 칠레산 포도주의 수출가격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대 

한국 수출가격과 대 세계 수출가격 간 격차는 FTA 발효 전후 동일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의 칠레산 키위도 두 수출

단가 사이에서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다 최근 들어 거의 같은 가격 수준에

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품목의 경우 관세인하혜택이 현

지 수출업체에 귀속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 품목에 한해 특정국과의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를 소비

자가 체감할 수 없다면 이들 품목은 국내 도입 이후 수입·유통업자가 과도

한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적

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세인하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 도입된 FTA 체결국산 농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이 

다른 비체결국의 가격보다는 낮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수입·유통

업자의 부당한 유통마진 취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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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칠레산 포도주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그림 4-6. 칠레산 키위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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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요 핵심 변수 추정결과 종합

품목 구분

무역창출효과 모형 무역전환효과 모형

무역창출효과
( )

시장지배력

( 
 )

무역전환효과
( )

시장지배력

( 
 )

돼지고기 ○ + ○ + X + X +

키 위 ○ + ○ + ○ - ○ -

포 도 ○ + ○ + ○ - ○ -

포 도 주 ○ + ○ + ○ - ○ -

주: 1) ○, × 는 각 효과의 존재 여부를 의미함.

2) + -는 계수값의 부호를 의미함.

2.3. 요약 및 소결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FTA 관세인하효과와 수

입농산물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이 

수입량과 국내 도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인하 

혜택이 고려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모형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대요인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5>의 주요핵심 변수 

추정결과 종합에 의하면, 우선 무역창출효과 모형 추정결과, 돼지고기, 키

위, 포도, 포도주 등 주요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관세 감축에 따른 특혜이

윤(  )이 확대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 대상 품목

의 관세인하가 무역창출효과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켜 사회적 총 후

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무역전환효과 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칠레산 키위, 포도, 포도주에 대한 수입 증대 요인이 무역전환효과

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FTA 이후 수입량 일부가 기존 비체결국산으로부터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 증대 요인이 무역전환에 의한 것이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칠레산 수입농산물은 관세인하혜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

에서의 시장지배력(   
 )을 바탕으로 수입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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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반면, 무역전환효과 추정결과에 따르면, 비체결국 수입농산물은 칠

레산 수입농산물의 시장지배력(  
 )이 강화되어 수입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된 국내도입가격 반응함수 추정결과, 수입가격(국내 도입가격)

이 FTA로 인한 관세인하만큼 하락하지 않는 것도 FTA 체결 이후 관세인

하혜택을 포괄한 칠레산의 시장지배력31이 강화되어 칠레 산지에서 선제적

으로 수출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도입가격 인하폭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FTA 발효 이후 칠레산 주요 수

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혜택 및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FTA에 따른 수입관세 

감축이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기대만큼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의 원인이 이 

같은 도입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인하혜택을 수출국이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후

생증대와 물가안정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관세인하혜택이 

현지 수출 단계 및 국내 도입 단계에서 집중되는 품목에 한해, 업체 간 경

쟁강도 및 숫자, 수출 및 수입체 간 담합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

완전 경쟁시장 및 가격결정 구조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31 특히, 국내 수입포도시장 점유율 90% 전후의 칠레산 포도와 최근 들어 30% 대 

점유율의 돼지고기가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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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관세인하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도·

소매 수입유통업자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와 유통단

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FTA 발효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분석 배경

일부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관세인하혜택이 불합

리한 유통구조 및 비효율적 가격결정방식에 기인하여 예상했던 것과는 달

리 소비자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례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포도주에 대한 관세는 2009년도에 철폐되었으며 따라서 수입물품 관세액

과 연동되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세 또한 대폭 감

축되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EU FTA 이후 삼겹살에 대한 관세는 상당 부분 인하되었으나, 소비자

가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전보다 상승한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그 동

안 다수의 유통전문가 및 언론매체가 지적한 것처럼 수입농산물이 국내 도

입 이후 관세인하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수입 및 유통업자 등 중간유통단계

에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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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가 저렴해진 수입농산물에 필요 이상으로 높은 유통마진을 붙여 

과도한 초과이윤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인하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우선, FTA로 인

한 관세인하혜택이 독과점적 수입·유통업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집중되어 

있는지 유통마진 계측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인하 

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

주체의 후생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는 FTA 사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유

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생변화와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에 미

친 영향을 균형대체모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결

과를 토대로 수입농산물 자체의 유통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입농산물유통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2.1. 분석대상 및 자료

분석대상 품목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입 확대가 이뤄진 주요 농축산물 중 

수입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칠레산 포도(신선)와 미국산 오렌지, 미국산 쇠고기(갈비), EU산 돼지고

기(삼겹살)를 선정하였다.

칠레산 포도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포도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성출하기인 5~6월의 시장가격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오렌지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레몬, 자몽, 기타 과

실 등과 함께 수입량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감귤은 생산시기와 수입시기의 

차이로 직접적인 대체관계는 낮지만, 딸기, 토마토, 수박 등 수입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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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시설과채류와 대체관계를 가진다. 두 품목 모두 FTA 이후 관세

감축 폭이 크고 수입량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쇠고기는 2001년부터 수

입쿼터가 철폐되고 관세화되면서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이로 인

해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수출국의 광우병 발생으

로 인해 2004년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어 전체 수입량

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수입이 재개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비중이 

39.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 주요 수입 부위는 갈비가 43.6%로 

가장 많다.

돼지고기는 주로 EU, 미국, 캐나다, 칠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12년

도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은 EU가 40.2%로 가장 높다. 돼지고기는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삼겹살, 목살 위주로 수입되며 냉동 삼겹살 수입량

은 독일 23.7%, 칠레 12.6%, 네덜란드 9.9%를 차지하고 있어 EU산 돼지

고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포도의 경우 2000년 이전 수입량이 매우 미미하여 한·칠레 FTA 전후의 

포도시장균형점32을 발효시점인 2004년 이전 3년 평균값(2000~2003년)과 

이후 9년 평균값(2004~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가격자료는 물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의(bias)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물

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한 실질가격을 이용하였으며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환율, 해당연도 관세율을 이용하여 원화 환산 가격으로 계산한 

값을 평균하여 활용하였다. 반면, 오렌지의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계절관

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기간은 현행 50%의 관세가 유지되므로 한·미 FTA

가 발효된 이후의 오렌지 수입량을 1년 전후 3∼8월의 동일 기간을 비교하

32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에 shock이 발생했을 때,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그러므로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대한 평균적인 값이 설정되어야 효과를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균형점 설정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기상 여건에 의한 국내 생산

량 및 수입국 생산량 증감, 생산비용 상승, 수입단가 상승 등의 변수에 대해서

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관세인하효과만을 외생변수로 농축산물시

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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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입산 도매가격, 소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에서 제공

하는 가격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수입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입된 모든 농산물에 대한 평균가격이므로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환산하였다. 포도와 오렌지의 수급 및 가격 자

료는 각각 <표 5-1>과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1. 포도의 수급 및 가격 자료: 초기값 설정

FTA 이전
시장균형점

2000∼2002(3년 평균)

FTA 이후
시장균형점

2004∼2012(9년 평균)

물량

생산량 국내산(톤) 450,403 325,258

수입량
칠레산(톤) 6,054 25,596

칠레 외 외국산(톤) 992 3,702

시장점유율 칠레산(%) 86 87

가격

국내가격

산지가격(원/kg) 1,100 1,773

도매가격(원/kg) 1,288 2,296

소매가격(원/kg) 2,124 3,360

수입가격

칠레산공급가격

(원/kg)
3,556 3,211

칠레 외 외국산

공급가격(원/kg)
4,113 4,266

수입산도매가격

(원/kg)
3,858 4,372

수입산소매가격

(원/kg)
4259 5,088

관세율 칠레산(%) 46.5 24.5

주: 수입산 도매·소매가격은 수입 포도(중품), 국내산 도·소매가격은 켐벨 포도(중품)을 

사용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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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오렌지 수급 및 가격 자료: 초기값 설정

FTA 이전
시장균형점

2011년 3∼8월(평균)

FTA 이후
시장균형점

2012년 3∼8월(평균)

3∼8월 3∼8월

물량 수입량
미국산(톤) 18,091 21,449

미국외 외국산(톤) 260 521

시장점유율 미국산(%) 89 82

가격 수입가격

미국산 공급가격

(원/kg)
1,800 1,839

미국 외 외국산

공급가격(원/kg)
1,973 2,190

수입산 도매가격

(원/kg)
2,247 2,176

수입산 소매가격

(원/kg)
3,795 3,407

관세율 미국산(%) 50 30

주: 수입산 도매·소매가격은 수입오렌지(중품)을 사용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한·미 FTA 전후의 쇠고기시장 균형점은 발효 시점인 2012년 3월 이전 

1년 평균값(2011년 3월~2012년 2월)과 이후 1년 평균값(2012년 3월~2013

년 2월)으로 설정하였고, 돼지고기의 경우 한·EU FTA 발효 시점인 2011

년 7월 이전 1년 평균값(2010년 7월~2011년 6월)과 이후 2년 평균값(2011

년 7월~ 2013년 2월)을 사용하였다.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BSE) 사태 이

후 수입쇠고기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초기 균형점을 설정하

였고, 돼지고기의 경우 마찬가지로 구제역(FMD)으로 인한 급격한 국내 돼

지고기 생산 감소 및 긴급할당관세 수입 증가 등의 비정상적인 수입돼지고

기시장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발효 이전 1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국내 

생산량은 월별 자료가 따로 추정되지 않으며 2012년은 추정치(잠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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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이전의 확정치(2011년)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역산

하였다33. 가격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한 실질가

격이며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환율, 해당 연도 관세율을 이용하여 원화 환

산 가격으로 계산한 값을 평균하였다.

수입산 도매가격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수입업체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월별 부위별 가격자료를 이용하였다(쇠고기는 Short-Rib,

돼지고기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4개 국가의 삼겹살 평균 수입

가격). 수입육 소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에서 제공하는 미국

산 갈비, 수입 냉동 삼겹살 가격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내 축산물에 대한 

가격은 농협중앙회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수입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모든 농산물의 

평균가격이므로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환산하였

으며, 정확한 단계별 유통마진 계측을 위해 정육34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

준으로 하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 자료는 각각 <표 5-3>

과 <표 5-4>에 제시하였다.

33 생산량은 도체중과 도축두수, 정육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생산량= 도체

중*도축두수*정육률).

2011년 생산량에서 도체중, 도축두수를 나누어 정육률을 계측한 뒤,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발표된 월별 도체중, 도축두수에 계측된 정육률을 곱하여 월별 

생산량을 역산하였음. 그 결과, 쇠고기 정육률 0.38, 돼지고기 정육률 0.465로 

나타남. 매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서 축산물 단위 환산 기준 지육률과 정

육률(쇠고기 41.7%, 돼지고기 65.7%)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생우 

600kg, 생돈 110kg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정육률과는 차이가 있음.
34 쇠고기, 돼지고기의 산지가격은 생체를 정육으로 환산한 가격임. 소는 생체 

600kg을 기준으로 정육률 37.7%를 적용하였고 돼지는 생체 110kg에 59.7%를 

적용하였음. 도매가격은 도매시장의 평균 경락가격(지육)을 정육으로 환산(소

는 지육가격/0.64, 돼지는 지육가격/0.78)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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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쇠고기의 수급 및 가격 자료: 초기값 설정

FTA 이전 시장균형점
2011년3월∼2012년2월(평균)

FTA 이후 시장균형점
2012년3월∼2013년2월(평균)

물

량

생산량 국내산(톤) 18,880 19,988

수입량
미국산(톤) 9,580 8,072

미국외 외국산(톤) 15,782 14,468

가

격

국내가격

산지가격(원/kg) 13,170 16,296

도매가격(원/kg) 16,689 21,472

소매가격(원/kg) 33,251 24,000

수입가격

미국산 공급가격(원/kg) 7,363 7,699

미국 외 외국산공급가격(원/kg) 6,863 7,270

수입산도매가격(원/kg) 9,694 10,794

수입산소매가격(원/kg) 16,014 17,160

관세율 미국산(%) 40 37.3

주: 수입산 도매가격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수입업체 10여개소를 대상으로 조

사한 가격이며, 소매가격은 미국산 냉동갈비를 사용함. 국내산 쇠고기 소매가격은 

한우 갈비 3등급을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표 5-4.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 자료: 초기값 설정

FTA 이전 시장균형점
2010년7월∼2011년6월 (평균)

FTA 이후 시장균형점
2011년7월∼2013년2월 (평균)

물

량

생산량 국내산(톤) 55,830 60,050

수입량
EU산(톤) 13,487 14,701

EU외 외국산(톤) 20,961 20,844

가

격

국내가격

산지가격(원/kg) 6,535 5,846

도매가격(원/kg) 6,713 5,360

소매가격(원/kg) 17,835 16,755

수입가격

EU산공급가격(원/kg) 3,864 4,164

EU 외외국산공급가격(원/kg) 3,378 3,887

수입산도매가격(원/kg) 5,103 5,218

수입산소매가격(원/kg) 8,400 6,599

관세율 EU산(%) 25 20.4

주: 수입산 도매가격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수입업체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

사한 가격이며, 소매가격은 미국산 냉동갈비를 사용함. 국내산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냉장 삼겹살 중품을 사용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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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오렌지)

<수입산시장(도입단계)> <수입산시장(도입단계+유통단계)>

2.2. 분석모형

2.2.1. 균형대체모형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은 수요와 공급 

측 외생변수의 변화로 인한 가격과 수량 등 내생변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으로, 단순하게 하나의 재화를 가지는 시장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산출량과 생산요소의 결합된 분석을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된 

재화를 가지는 시장 분석이 가능하다(문한필 등 2012). 따라서 관세 변화

가 국내 수요량, 국내 공급량, 균형가격, 수입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

에 따른 후생변화를 계측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균형대체모형의 경우 탄

력성을 기반으로 두고 외부 변동요인 발생으로 인한 수급시장의 변화를 알

아볼 수 있으며 탄력성을 직접 계측할 필요 없이 기존 탄력성을 그대로 사

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5-1>은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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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FTA 이전     의 가격으로 수입이 되던 

상품이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의 가격으로 수입이 되면 수입

량은  에서 로 증가하게 된다. 단, 우리나라의 관세 인하는 세계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표 5-5. FTA 이후 사회후생 및 단계별 유통마진(오렌지)

소비자잉여 도매단계 유통마진 소매단계유통마진

FTA 이후
관세인하 효과

△ □ □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CIF 수입단가에 관세가 적용된 가격

이고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농산물은 국내시장에 들어와 도·소매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각 단계별 가격35(도입

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은 유통마진(유통비용 및 이윤)을 포함하고 있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격( )과 수요가 만

나는 점 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자 잉여는 △가 되고 중

간 유통단계에서 총 유통마진은 □이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소국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 미국산 오렌지의 수

입가격이( )에서 고정된 완전탄력적인 세계 공급함수가 된다. 반면, <그

림 5-2>는 국내 생산이 있는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를 나타내며,

외국산시장과 국내산시장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고 외국산과 국내산은 

불완전 대체재36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외국산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의 

35 도입가격(): 해당 연도 환율을 적용한 수입단가()× (1+해당연도 관세율())

수입농산물 도매가격(): 도입가격() +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수입농산물 소매가격(): 도매가격() +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국내농산물 도매가격(): 농가수취가격() +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국내농산물 소매가격(): 도매가격() +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36 소비자는 맛, 상품적인 특성 등에서 속성이 다른 수입 포도와 국내 포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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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균형은 오렌지와 동일하며, 이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균형

은 <그림 5-2>의 오른쪽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대체 관계에 있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 5-2. 국내 생산이 있는 농산물의 경우(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표 5-6. FTA 이후 사회후생 및 단계별 유통마진(포도,쇠고기,돼지고기)

FTA 이후
관세인하효과

소비자 잉여
도매 단계
유통마진

소매 단계
유통마진

생산자 잉여

수입산 △ □ □ -

국내산 △ □ □ △

관세율 인하에 따른 균형가격변화와 균형물량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 다

음의 수급방정식(1)~(9)을 문한필 등(2012)를 토대로 구축하였다.

(1) 수입농산물 공급가격연결식:      

(2) 수입농산물 도매단계:     

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 그 결과 포도에 대한 별개의 시장이 존재함.

수입산과 국산이 불완전대체재인 경우 수입량이 늘어난 만큼 국산에 대한 수

요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산의 관세 인하가 국산 포도시장에 미치는 파

급영향은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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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농산물 소매단계:     

(4) 수입농산물 수요함수:      

(5) 국내농산물 도매단계:     

(6) 국내농산물 소매단계:     

(7) 국내농산물 수요함수:      

(8) 국내농산물 공급함수:     

(9) 국내산 수급균형식:   

식(1)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공급 가격연결식으로 국제가격( )과 정액관

세율의 함수()로 표현된다. 식(2)는 수입농산물 도매 단계의 가격식으로 도

매가격()은 수입농산물 공급가격( )에 도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

진( )을 더하여 결정되고, 식(3)은 수입농산물 소매 단계의 가격식으로 소

매가격( )은 도매가격()에 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을 더

하여 결정된다. 식(4)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로 수입가격( ),

국내가격(), 소득()의 함수로 구성되며, 식(5)와 식(6)은 각각 국내농산물 

도·소매 단계의 가격식으로 도매가격()은 농가수취가격()에 도매단계

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소매단계에서 발생

하는 유통마진()을 더하여 결정된다. 식(7)는 국내산 수요함수로 국내가

격과 수입가격, 수입 대체재가격, 소득의 함수로 결정되며, 식(8)은 국내산 

공급함수로 국내가격, 생산요소가격()의 함수로 결정된다. 식(9)는 국내산 

수급균형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때, 오렌지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

이 없으므로 국내산 오렌지 공급 및 수요에 해당하는 식(5)~(9)는 분석모형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입농산물 수요함수를 나타내는 식(4)에서 국내가

격()도 제외하였다. 앞서 제시된 식(1)~(9)의 이론적 수급방정식들은 전

미분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변화율과 가격비율, 탄성치 등의 형태로 표현되

는 (1)‘~(9)`의 균형변환식들로 전환되어 균형대체모형을 구성하였다.

(1)‘      (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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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도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3∼8월

수요

자체가격탄성치(
) -0.55∼0.49 - -1.0∼-0.6 -0.6∼-0.4

교차가격탄성치(
) 0.1 - 0.1 0.08∼0.1

소득탄성치(
) 0.5 - 0.5∼1.0 0.6

공급 가격탄성치(
) 0.37∼0.62 - 0.2∼0.64 0.1∼0.3

수입
수요

자체가격탄성치(
) -0.75 -0.94 -1.0∼-0.5 -0.6∼-0.4

교차가격탄성치(
) 0.1 - 0.1 0.1

소득탄성치() 0.25 1.52 0.4∼0.5 0.38∼0.4

(3)‘     

(4)‘     
    

   

(5)‘     

(6)‘     

(7)‘     
    

   


(8)‘     
   



(9)‘   

2.2.2. 분석대상 품목별 가격비율 및 외생변수 변화율

여기서 한 칠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효과를 보기 위해 식 (1)

‘에서 관세율 변화율 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들 앞에 

붙여진 는 각 변수들의 변화율, 는 가격탄력성, 은 가격비율 및 가격

에 대한 유통마진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기 모형에 품목별 관세인하율을 

대입하고 기타 나머지 외생변수들의 변화율은 0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다른 

외생적 변화요인을 제외한 관세율 인하에 따른 품목별 물량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을 계측할 수 있다.

표 5-7. 품목별 탄성치

자료: 문한필 등(2012), 문한필 등(2013), 이계임 등(2012), 정민국 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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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품목별 가격비율

구분 설명 비율

오
렌
지


  


 도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0.801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199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592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408

포
도

수
입
산


  


 도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0.922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078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906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094

국
내
산


 


 도매가격 대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854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146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606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394

탄성치는 Brown 등(2008)에서 사용되는 값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선택하였다. 국내 생산이 없는 오렌지의 경우 오렌지 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문한필 등(2013)37에서 오렌지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추

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오렌지 공급가격탄력성은 국내 생산이 없으

므로 외국산 수입 가격변화에 대한 수입 탄성치를 이용하였다. 균형대체모

형에 사용한 가격비율은 <표 5-1>부터 <표 5-4>의 초기균형값들로부터 계

산하여 <표 5-8>에 제시하였다.

37 문한필 등(2013)에서 미국산 오렌지 수입수요함수를 오렌지 주수입 시기인 3~5

월의 수입량, 수입단가, 과일류 소비자물가지수, 1인당 소득, 환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이 결과에서 추정된 값 가격탄성치는 -0.94, 소득탄성치

는 1.52를 분석에서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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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품목별 가격비율

구분 설명 비율

쇠
고
기

수
입
산


  


 도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0.760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240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605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395

국
내
산


 


 도매가격 대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789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211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502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498

돼
지
고
기

수
입
산


  


 도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0.757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243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607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393

국
내
산


 


 도매가격 대비 농가수취가격 비율 0.973


 


 도매가격 대비 도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027


 


 소매가격 대비 도매가격 비율 0.376


  


 소매가격 대비 소매단계 유통마진 비율 0.624

주: 국내산 포도의 농가수취가격은 생산액에서 생산량을 나누어 농가판매가격을 계산한 

값임.

다음으로 관세인하 효과 분석에 이용한 관세(외생변수) 변화율은 포도의 

경우, FTA 이전 2003년의 관세율(45.5%)과 FTA 이후 2012년 관세율

(8.18%)을 이용하였고, 오렌지와 쇠고기는 FTA 이전과 이후 시점이 1년 

단위이므로 발효 전후의 관세율을 제시하였으며, 돼지고기의 관세는  FTA

이전 25%에서 2012년 7월 20.4%로 변화된 관세율을 발효 전후 관세율로 

제시하였다( 25→22.5(2011.7.)→20.4(2012.7.)). 각 품목에 대한 FTA 관세

인하율은 연평균 변화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품

(계속)



FTA 발효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분석  105

구분 오렌지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FTA 이전 관세율(%) 50 45.5 40 25

FTA 이후 관세율(%) 30 8.18 37.3 20.4

관세인하율(%) -40.0 -17.36 -6.75 -9.67

목별 관세 변화율은 오렌지 -40%, 포도 –17.36%, 쇠고기 -6.75%, 돼지고

기 -9.67%로 계산되었다.

표 5-9. 품목별 외생변수(관세) 변화율

3. 분석결과

FTA 이행으로 인한 관세인하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탄성치

와 관세(외생변수) 변화율을 이용하여 포도와 오렌지에 대한 경제주체별

(생산자, 소비자, 수입유통업자, 정부) 후생변화를 계측하였다. 경제주체별 

후생변화는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총 후생을 계측한 다음 이를 단위당(톤)

으로 환산하여 단위당 후생으로 재계측하였다. 이와 같이 단위당 물량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후생변화를 계측한 것은 FTA 이후 수입량 증가로 총 

후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제거하는 한편, FTA 이전과 이

후 가격하락분과 국내산 총 후생에 대한 후생변화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함

이다38.

38 FTA로 수입물량이 증가했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유통효율성이 향상되고 단

위당 유통비용 감소하게 되어 유통마진도 감소하게 됨. 반면에 수입물량이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유통마진이 증가했다면 이는 단위당 유통이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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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구분

포도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9,567 9,346 -221 -2.31

칠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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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효과
칠레산 68.3 35 -33 -48.76

기타국가 13 13 0 0.00

표 5-10. 포도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단위: 억 원, %

3.1. 수입농산물 후생변화 분석결과

3.1.1. 수입산 포도의 사회적 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 

<표 5-10>에서와 같이, 포도의 경우 소비자 잉여는 크게 국내산과 칠레

산을 포함한 외국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과, 수입산 포도에 대한 관세 인하로 국내산 포도의 수요

가 감소하여, 국내산 포도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221억 원)한 것으로 나타

났고 수입산 포도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증가(19억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의 감소폭은 국산과 외국산 간 대체탄성치에 의존

하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국내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생산자들의 후생도 함

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후 국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것은 

국내산 포도가 수입산으로 일부 대체되어 국내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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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구분

포도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2,124,098 2,099,328 -24,769 -1.17

칠레산 2,841,097 2,794,440 -46,656 -1.64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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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효과
칠레산 1,128,180 512,070 -616,109 -54.61

기타 국가 1,310,484 1,309,164 -1,320 -0.10

표 5-11. 단위당(톤) 포도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분

단위: 원/톤, %

이는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변화분을 측정한 결과, FTA를 전후하여 수입 포도를 

유통하는 중간 수입유통상인의 마진은 도매에서 23억 원, 소매에서 53억 

원까지 증가한 반면, 국내산 포도를 취급하는 중간상인들의 마진은 도매에

서 20억 원, 소매에서 8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국내산 포

도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국내 가격하락으로 국내산 포도의 소비자·생산자 

잉여 및 유통업자 유통마진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산 포도에 대한 소비자 

잉여와 단계별 유통마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5-11>는 포도에 대한 단위당(톤당) 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

과로, 칠레산은 4만 6,656원/톤, 국내산은 2만 4,769원/톤 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 중 칠레산의 경우 전체 물량 기준 총 소비자 잉여

가 19억 원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칠레산 포도의 

단위당 소비자 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수입유통업자의 단위당 초

과이윤 확대 등 유통마진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관세인하폭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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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칠레산 포도 수입유통업자의 도 소매 유통마진

은 도매에서 105%, 소매에서 101%씩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포도 유통업자의 도 소매 유통마진은 도매에서 1.22%, 소매에서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위

당 생산자 잉여는 6,364원/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5-12>는 포도의 유통마진을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

으로, 수입산 포도시장(칠레산 포도 포함)에서, FTA로 인해 수입 포도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어 도입가격은 17% 하락하였으나 소매 단계에서

의 중간 수입유통업자들의 유통마진이 약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FTA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포도시장에서 유통

마진은 산지단계에서 1.18%, 도매 단계와 소매 단계의 경우 각각 1.16%와 

1.18% 씩 감소하였으며 모든 단계에서 마진폭이 거의 동일한 수준을 기록

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수입산 포도시장에서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 증

가로 관세인하만큼 소비자가격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2. 포도의 유통마진(단계별 가격차) 변화분 비교

단위: 원/kg ,%

구 분
FTA 이전
초기균형값
(2000∼2002)

FTA 이후
관세효과 추정치
(2004∼2012)

가격상승률
(%)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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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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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의 숫자는 도·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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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오렌지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분

단위: 억 원, %

주체 구분

오렌지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미국산 173 328 155 89.60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81 223 142 175.31

소매단계 280 771 491 175.36

관세효과 미국산 100 41 -59 -58.70

표 5-14. 단위당(톤) 오렌지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분

단위: 원/톤, %

주체 구분

오렌지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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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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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수입산 오렌지의 사회적 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 

<표 5-13>은 오렌지의  경우를 분석한 것으로, 국내 생산이 없고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90%가 미국산이며 계절관세가 부과되는 3∼8월에 미국

산과 기타국 간 수입량이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가 국내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만을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수입물량 기준으로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15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단

계에서 유통마진 변화분은 FTA 전후로 도매에서 142억 원, 소매에서 491

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5-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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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오렌지의 단위당 소비자잉여는 36만 1,363원/톤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오렌지 수입유통업자의 단위당 유통마진은 도매단계에서 44만 

8,098원/톤, 소매 단계에서 1,549만 525원/톤씩 증가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5-15>은 한·미 FTA 발효 전후 오렌지의 단계별 유통마진 변화를 

비교한 결과로써, 수입오렌지에 부과되는 관세인하로 도입가격은 40.0%

하락하였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33.62% 상승하여 수입유통업자의 유

통마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

가 수입오렌지에 대한 소비자가격 하락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렌지의 수입도매가격의 하락폭은 도입가격 하락 수준보다 미미한 

12.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오렌지의 유통마진 변화분 비교

단위: 원/kg ,%

구 분
FTA 이전 초기

균형값
(2011.3～8월)

FTA 이후
관세효과 추정치
(2012.3～8월)

가격상승률
(%)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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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의 숫자는 도·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나타냄.　

3.2. 수입축산물 후생변화 추정 결과

3.2.1. 수입산 쇠고기의 사회적 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 

<표 5-16>에서와 같이,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 잉여는 크게 국내산과 미

국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로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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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구분

쇠고기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3,139 3,132 -7 -0.22

미국산 1,096 738 -358 -32.66

기타 국가 846 933 87 10.28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223 467 244 109.42

소매단계 829 1735 906 109.29

국내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661 660 -1 -0.15

소매단계 3,109 3,106 -3 -0.10

생산자 잉여 국내산 13,799 13,766 -33 -0.24

정부관세수입
미국산 201.6 161.1 -41 -20.09

기타 국가 101.2 106.3 5 5.04

표 5-16. 쇠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단위: 억 원, %

여 국내산 쇠고기 소비자 잉여는 감소(7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감소(358억 원)하였고 미국산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증가(87억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

내산 쇠고기가 수입산으로 일부 대체되어 국내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

으며, 감소분만큼 미국산에 대한 쇠고기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기타 국가의 쇠고기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관세인하에 대한 효과가 소비자 잉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체결국 수입쇠고기 간 경쟁으로 인해 미국산에 대

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이후  국내 생

산자 잉여가 감소(3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각 유통단계

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변화분을 측정한 결과, FTA 전후로 중간 수입유

통상인의 마진은 도매에서 224억 원 증가하였고, 소매에서는 906억 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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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구분

쇠고기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16,626,059 16,607,455 -18,604 -0.11

미국산 11,440,501 7,359,394 -4,081,107 -35.67

기타 국가 5,360,537 5,628,280 267,743 4.99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879,268 1,755,309 876,041 99.63

소매단계 3,268,670 6,521,331 3,252,661 99.51

국내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3,501,059 3,499,655 -1,404 -0.04

소매단계 16,467,161 16,469,590 2,429 0.01

생산자 잉여 국내산 73,087,924 72,994,326 -93,597 -0.13

정부관세수입
미국산 2,104,384 1,606,502 -497,882 -23.66

기타 국가 641,237 641,250 13.1 0.00

표 5-17. 단위당(톤) 쇠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단위: 원/톤, %

가하였다. 반면,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중간상인들의 마진은 도매에서 

1억 원, 소매에서 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통비용 상승 및 중간 수입유통상인의 초과이윤 

증대로 인한 유통마진 상승(109%)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다. 결국,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국내 가격하락으로 소비

자·생산자·유통업자 잉여는 감소하는 반면,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업

체들의 유통마진 증가로 인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은 쇠고기의 단위당(톤당) 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과로, 미국

산은 7만 6,942원/톤, 국내산은 2만 1,607원/톤 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계

측되었다. 이는 쇠고기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이 도매단계에서 87만 

6,041원/톤, 소매단계에서 325만 2,661원/톤 증가하여 소비자가격이 관세인

하폭보다 낮게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국내산 쇠고기 유통업자의 단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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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진은 도매단계에서 1,404원/톤 감소, 소매단계에서 2,429원/톤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마진 

증감비용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단위당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크지 않은 것은 국내산과 수입산 간 제품 차별화에 의한 대체 정

도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산에 대한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잉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5-18>은 쇠고기의 유통마진을 미국산과 국내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으로, FTA로 인해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도입가

격이  6.75%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단계에서의 중간유통업자들

의 유통마진이 각각 18.87%, 50.92%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FTA 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육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자들의 

유통마진 증가로 관세인하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산 쇠고기시장에서 각 단계별 유통마진폭은 동일

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5-18. 쇠고기의 유통마진(단계별 가격차) 변화분 비교

단위: 원/kg ,%

구 분
FTA 이전
초기균형값

FTA 이후
관세효과 추정치

가격상승률
(%)

수입산

도입가격 7,363 6,866 -6.75

도매가격
9,694

(2,331)

11,523

(4,657)
18.87

소매가격
16,014

(6,320)

24,168

(12,645)
50.92

국내산

산지가격 13,170 13,096 -0.56

도매가격
16,689

(3,519)

16,595

(3,499)
-0.56

소매가격
33,251

(16,562)

33,064

(16,469)
-0.5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도·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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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돼지고기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9,957 9,590 -367 -3.69

EU산 871 631 -240 -27.55

기타 국가 578 574 -4 -0.69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167 357 190 113.77

소매단계 612 1309 697 113.89

국내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93 91 -2 -2.15

소매단계 5,824 5,716 -108 -1.85

생산자 잉여 국내산 13,441 13,080 -361 -2.69

정부관세수입
EU산 104.3 57.6 -47 -44.77

기타 국가 43 42.8 -0.2 -0.47

표 5-19. 돼지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단위: 억 원, %

3.2.2. 수입산 돼지고기의 사회적 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 

돼지고기의 소비자 잉여는 국내산과 EU산, EU산을 제외한 기타 수입산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

과,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인하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

여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자 잉여는 36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U산과 기타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잉여 또한 감소(240억 원, 4

억 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산에 대한 관세인하효과가 소비자 잉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처럼 소

비자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입산을 취급하는 도 소매 중간유통상인들의 초

과이윤 증대 및 유통비용상승 등의 유통마진 증가에 기인하였다. 수입 돼

지고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 변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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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FTA 이전
(A)

FTA 이후
(B)

변화분
(B-A)

변화율
(%)

소비자 잉여

국내산 17,834,498 17,502,875 -331,623 -1.86

EU산 6,458,071 4,376,474 -2,081,597 -32.23

기타 국가 2,757,502 2,747,989 -9,513 -0.34

수입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484,789 1,011,160 526,371 108.58

소매단계 1,776,591 3,707,585 1,930,994 108.69

국내유통업자

유통마진

도매단계 166,577 166,086 -491 -0.30

소매단계 10,431,668 10,432,370 703 0.01

생산자 잉여 국내산 24,074,870 23,872,534 -202,336 -0.84

정부관세수입
EU산 773,337 399,501 -373,837 -48.34

기타 국가 205,143 204,902 -240.5 -0.12

표 5-20. 단위당(톤) 돼지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단위: 원/톤, %

을 측정한 결과, FTA 전후로 중간유통상인의 마진은 도매단계에서 190억 

원, 소매단계에서 69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앞서 설명한 바에 부

합하고 있다. 또한, FTA 이후 국내 생산자 잉여는 감소(361억 원)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수입산에 대한 대체로 인해 국내산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

는 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내산 돼지고기

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국내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잉여는 

감소하였으며,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도 소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 증가(113%)로 인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9 참조).

돼지고기에 대한 단위당(톤당) 소비자 잉여를 계측한 결과, EU산은 208

만 1,597원/톤, 국내산은 33만 1,623원/톤씩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

는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업자의 단위당 유통마진은 도·소매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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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과이윤 확대 등의 유통마진 증가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관세인하 폭보다 낮게 하락한 데 기인한다. 오히려 단위당 

물량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잉여가 국내산에 비

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산 돼지고기 유통업자의 단위

당 유통마진은 도매 단계에서 0.30% 감소, 소매 단계에서 0.01%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FTA 전후 변화분에 대한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

다. 단위당 생산자 잉여는 20만 2,336원/톤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5-21>은 돼지고기의 유통마진을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것으로 FTA로 인해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어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입

가격이 9.68%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 단계에서의 수입유통업자들

의 유통마진은 16.97%, 소매단계에서 49.61%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FTA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육을 취급하는 수입유통

업자들의 유통 마진 증가로 관세인하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21. 돼지고기의 유통마진(단계별 가격차) 변화분 비교

단위: 원/kg ,%

구 분
FTA 이전
초기균형값

FTA 이후
관세효과 추정치

가격상승률
(%)

수
입
산

도입가격 3,864 3,490 -9.68

도매가격
5,103

(1,239)

5,969

(2,479)
16.97

소매가격
8,400

(3,297)

12,567

(6,598)
49.61

국
내
산

산지가격 6,535 6,130 -6.20

도매가격
6.713

(178)

6,297

(164
-6.20

소매가격
17,835

(11,122)

16,729

(10432)
-6.2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도·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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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일부 주요 수입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FTA 체결로 인해 가

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4개 수입품목을 선정하여 관세인

하 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등의 유통단계별 경제주

체의 후생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

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측정한 수입산 포도와 오렌지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당 물량으로 환산한 수입

산 포도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

세인하에 따라 수입산 포도 도입가격은 17%, 오렌지 도입가격은 40% 하

락하였고, 도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 또한 하락(포도 8%, 오렌지 12%)하였

지만 도입가격 하락폭보다 미미한 수준인 가운데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마

진은 증가하여 두 품목 모두 소비자가격은 FTA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효과가 상당 부분 

소매단계 수입유통업자들의 유통마진에 흡수되면서 소비자는 가격하락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축산물의 경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계측한 결과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당 물량

으로 환산했을 때 국내산 소비자 잉여 감소분보다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잉

여 감소분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냉장)과 수입산(냉동)이 불완전

대체재로써 국내산에 대한 수요 감소분만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체결국산 수입육 간 경쟁으로 인해 FTA

체결국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관세인하로 인해 수

입물량이 증가하고 도입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 단계에서 

유통마진 증가로 인해 수입산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3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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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의 경우 이행기간이 짧아 관세인하효과

보다 수입산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FTA 효과가 소비자가격 하락 및 소비자 잉여 증가로 이어

지지 못하는 데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도·소매 단계의 중간 유통상인

의 유통마진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TA 관세인하

혜택이 유통단계별 경제주체들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향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개선방안을 사후대책에 포함해야 할 것

이다.

39 유통효율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유통물량이 많으면 유

통비용이 감소하고, 유통물량이 적으면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

타남. 이와 마찬가지로 수입물량이 증가했다면 유통마진에서 유통비용이 차지

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유통마진은 감소되어야 하나 증가했다면 이는 유통이윤

이 확대된 것을 의미함.



요약 및 결론 제6장

1. 분석 결과의 요약

최근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종류와 물량이 확대되

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신선농산물까지 다양한 수입농

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생산, 공급 및 가격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철폐가 수입원료의 구매비용 절감, 수입농산물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및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일부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혜택이 현재의 불합리한 수입구

조 및 비효율적 유통과정에 기인하여 기대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

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인하의 혜택이 수

출국이나 수입 및 유통업자에게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세인하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는 대안 모색 차원에서, 현재의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 및 실태를 

분석하고,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

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가 경제주체 각각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

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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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시대,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축산물의 수입 및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새

로운 유통체제하에서의 수입단계 및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 유통마진 추이를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수입산 포도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입산 포도의 

유통마진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 가격의 54.0%를 구성하고 있으며 

오렌지는 이보다 적은 4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통단

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수입산 포도의 경우 수입 단계(9.2%), 도매 단계

(16.0%), 소매 단계(28.9%)로 소매 단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소매 단계가 33.9%로 수입 단계 및 도매 단계보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약 40% 내외의 

국내산 농산물 유통마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매 및 소매 단

계 유통마진 역시 국내산 농산물 유통마진(도매 9.6%, 소매 23.1%)보다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산보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수입·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국내산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보

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입·유통업체는 수입원가와 판매

가격의 변화 없이 유통이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FTA 체결이 수입량과 수입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FTA 관세인하효과와 시장지배력 등 다른 

요인들이 수입량과 수입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수입농산물 도입 단계에서의 수입물량 및 가격결정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인하혜택이 고려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모형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대요인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무역창출효과 모형 추정 결과, 돼지고기, 키위, 포도, 포도주 등 주요 칠레

산 농산물 수입은 관세감축에 따른 특혜이윤(  )이 확대될수록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 대상 품목의 관세인하가 무역창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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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켜 사회적 총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편, 무역전환효과 모형 추정결과에 의하면, 칠레산 키위, 포도, 포도

주에 대한 수입 증대 요인이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FTA 이

후 기존 비체결국산으로부터의 수입량 일부가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전환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주요 4개 수입 품목의 실증분석 결과

와 전체 농산물 수입추이를 종합해 보면, FTA 체결 이후 차별적인 관세인

하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동시에 발생한 결과, FTA 체결국의 

전반적인 수입 증가와 함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이들 두 효과가 국내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정부의 관세 수입 등 

각 경제주체별 사회적 후생변화에도 직 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FTA 발효 이전 기간 동안 칠레산 수입농산물 국내도입가격은 관

세 인하 및 경쟁상대국(비체결국) 가격에 매우 단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FTA 발효 이후 기간 동안 국내도입가격은 가격

변인들에 대해 체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칠레산 수입농산물 국내도입

가격이 FTA에 의한 관세인하 폭만큼 하락하지 않는 것은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의 칠레산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칠레산지

에서 선제적으로 수출단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관세인하혜택의 일정 부분

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FTA 발효 이후 체결국 주요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혜택 및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면서,

수입량과 수입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발효 이후 주요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와 물가 안정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관세인하혜택이 현지 

수출 단계 및 국내 도입 단계에서 집중되는 품목에 한해, 업체 간 경쟁 강

도 및 숫자, 수출 및 수입·유통업체 간 담합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장형태(완전 및 불완전 경쟁시장) 및 가격결정 구조상의 문제 해결을 위

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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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와 도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 단계에 걸친 새로운 유통체계가 사회적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FTA 발효 전후로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변화를 유통단계별로 평가하여 FTA 관세인하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도소매 수입유통업자, 정부 등 각각의 유통단계별 경제주체의 후

생변화와 유통단계별 가격변화 및 유통마진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

다.

한·칠레 FTA 체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은 과

실류이며 한·미 FTA 체결은 과일(오렌지) 및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

고기, 유제품)에, 한·EU FTA 체결은 축산물(돼지고기, 유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 체결국별 주요 품목인 포도, 오

렌지,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균형대체모형(EDM)을 이용하여 FTA 발효 

전 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관세인하효과가 상당 부분 수입유통

업자들의 유통마진에 흡수되면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

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유통단계별 가격변

화 및 유통마진을 비교한 결과 도입가격은 수입산 포도 17%, 오렌지 40%

하락하고 도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 또한 하락하였으나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은 증가하여 소비자가격은 FTA 이전보다 상승하고 소비자 잉여

는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도·소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 증가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당 물량으로 환산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에 대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잉여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냉장)과 수입산(냉동)에 대한 대체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축산물은 포도와 오렌지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특

정국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FTA 체결국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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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혜택이 유통업자

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실효

성 있는 유통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까지 47개국 10건의 FTA

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국 수입 비중은 큰 폭

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FTA로 인한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로 농산물 수

입이 확대되고 사회적 총 후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소비

자후생의 증대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중간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기대했던 것만큼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고 생산

자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

라서 우선적으로, 수입농산물의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에 대해 독과점 폐해 

중심으로 시장지배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하다.

□ 수입농산물 시장구조 개선

시장구조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FTA 발효로 수입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수출업체의 독점 지위가 높을 경우에는 유통마진

의 변화 없이 수입원가가 인상될 수 있고, 수입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에는 유통마진의 변화 없이 수입업체의 도입가격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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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수출업체의 독점 지위가 높을 경우, 관세

인하 조치 이후 특별한 가격 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업

체의 오퍼가격이 관세인하 폭만큼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대외적인 대책 측면에서 수입산 포도,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와 같이 국내 시장점유율40이 특정국 및 기체결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및 

TPP 협상 등 자유무역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함으로써 수입선을 다변

화하여 수출국 간 경쟁을 유발시켜 수입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수입육 시장이 해외 수출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자시장이 되어 

수입물량 및 수입단가에 대한 교섭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므로 대내적

인 대책 측면에서 육류수출입협회와 같은 수입업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

입업체 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희망구입가격(request

price) 범위 설정, 대량 공동구매, 단체행동 등으로 수출업체 교섭력에 맞대

응할 수 있는 구매자 교섭력(buyer’s bargaining power)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수입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유통업체는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의 

변화 없이 유통이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헌법의 독과점 

규제조항41 및 공정거래법을 통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수입유

40 2012년 칠레산 포도 수입량 비중은 86%,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89%를 기록하

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40%, 체결국(미국, EU, 칠레)산 돼지고기는 85%

수입 비중을 보임.
41 헌법 제 119조: ㄱ.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

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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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업체 및 대형할인유통업체의 수입 및 판매물량의 조절과 초과이윤 취득

을 통한 가격 결정 등의 독과점적 폐해가 심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점 및 

담합 여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무조사, 강제명령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도주 수입유통업체의 가격담합과 같은 독과점 폐

해가 대중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에서 가

격통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규제에 앞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실질적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 불합리하게 가

격이 결정되는 등 독과점적 폐해가 큰 품목에 한하여 유통업체의 경영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 과일에 대한 시장 수요와 국산 과일의 작황 및 시

세, 해외 수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업체의 신중한 

진출입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수입축산물의 경우도 

국내산의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의 공급과잉 시 수급조절이 어려울 경우 수

입육 가격이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축산물시장 안정을 위한 조

치가 필요하고, 정책 수립 시 수입육시장과 상호 연관된 수급조절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수입축산물의 인기 품목과 비인기 품목의 집중 또는 부족

현상으로 인한 품목 간 시장가격 등락폭도 확대되고 있어 품목 간 적정수

입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도 고려해볼 만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FTA 후생분석결과는 FTA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

는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일시적인 시장반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 및 사회적 후생증대와 같은 FTA의 긍정적인 효과가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

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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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입농산물의 도입부터 소비에 이르기까

지 각 단계별 가격 및 물량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

여 품목별, 경제주체별 FTA 효과를 정확히 진단 및 평가하여 시장 개입 

여부와 시기 그리고 방법 등을 신속히 결정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 추진에 따라 국내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동시에 체결

국 즉, 교역 대상국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FTA 체결

국 수출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FTA에 따른 차별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을 활용한 수출 증대 전략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입 과일(신선) 취급 여부 (물량)
수입대상국

복수 이상일 경우 국가별 비중 별도 표시

오렌지 (    )            톤
포도 (    )            톤
체리 (    )            톤
키위 (    )            톤
자몽 (    )            톤
석류 (    )            톤
메론 (    )            톤

바나나 (    )            톤
파인애플 (    )            톤

(    )            톤
(    )            톤

부록 1

수입과일 유통실태 설문조사표
1. 귀사가 취급하는 수입과일의 종류와 연간 수입물량(최근 3년 평균)은? 

2. 귀사의 수입과일 취급형태는?

  ① 수입에서 중간도매상에게 판매까지만 취급(수입대행 포함)
  ② ① 이외의 형태(수입에서 도·소매까지나, 중간도매에서 도·소매까지 등)
  <모든 수입과일의 취급형태가 동일한지 여부도 체크>

3. 귀사의 수입과일 구입방식은?(수출바이어 접촉방법 포함)
  ① 직수입
  ② 
  ③
  ④
<모든 수입과일의 구입방식이 동일한지, 아니면 과일마다 다른지, 수입국에 따라 다른지 여부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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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오렌지 포도 체리 키위
중간도매상(유통업체) % % % % %

대형할인점 % % % % %
백화점 % % % % %

식당 및 단체급식 % % % % %
과일 가공업체 % % % % %

과일소매점 % % % % %
기 타 (             ) % % % % %

계 100%

구 분 오렌지 포도 체리 키위
수입직접비용

{LC~보세창고입고(관세포함)까지} % % % % %
판매직접경비

(창고보관료,출고료,운송비 등) % % % % %
관리운영비

(인건비,임차료,사무실운영제경비 등) % % % % %
기타 영업외비용

(금융비용,감가상각비 등) % % % % %
% % % % %
% % % % %

전체 유통비용 (천원/톤)
또는 (천원/1컨테이너)

4. 귀사의 수입과일 판매처별 판매비율은?

5. 귀사에서 수입과일 취급에 따른 월 평균 유통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체 유통비용 총액과 세부항목 비중,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평균 개념으로)

 주 1) 1컨테이너당 유통비용 또는 톤당 유통비용 총액이 반드시 필요. 과일종류별로 
       1컨테이너에 몇 톤이 들어가는지도 파악
    2) 달러로 대답할 경우 환율 적용 : 2012년 평균환율 1,126원/1$(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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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귀사에서 수입과일 취급에 따른 월 평균 유통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체 유통비용 총액과 세부항목 비중,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평균 개념으로)
구 분

오렌지 포도
금액(원/톤) 비중(%) 금액(원/톤) 비중(%)

최초

구매원가

(A)

수입원가

통관수수료

관세

비

용

직

접

비

운송비

하차비

포장재료비

감모비

(페기물 처리비)

청소비

소계(1)

간

접

비

인건비

점포관리비

(시설사용료)

차량유지비

영업비(복리후생비)

저장고 임대사용료

조합(회원) 회비

기타비용

(통신비,교통비 등)

소계(2)

영업외비용(3)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합계(B=(1)+(2)+(3))

이윤(C)

총매출액(D=A+B+C)

 주 1) 1컨테이너당 유통비용 또는 톤당 유통비용 총액이 반드시 필요. 과일종류별로 
       1컨테이너에 몇 톤이 들어가는지도 파악
    2) 달러로 대답할 경우 환율 적용 : 2012년 평균 환율 1,126원/1$(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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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개월 이하 1~2개월 2~3개월
오렌지
포도
체리

구 분 마진율(비용+이윤) 비 용 이 윤

오렌지
도매 % % %
소매 % % %

포도
도매 % % %
소매 % % %

5-2. 귀사의 수입과일 취급에 따른 연간 평균 마진율은?

 주) 마진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비용과 이윤을 합한 금액. 단, 비용은 경영상황에 
따라 마진을 초과(역마진)할 수도 있고, 이윤이 ‘0’일 수도 있음

6. 귀사에서는 평균적으로 몇 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십니까?(월 판매량 감안)

6-1. 귀사의 수입과일 주 보관지역은 ?

   ① 수도권 (    )  ② 중부권 (    ) ③ 호남권 (    ) ④ 경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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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비율
 ① FTA 상대국 수출업체 %
 ② 정부(관세청) %
 ③ 수입업체 %
 ④ 국내 유통판매업체 %
 ⑤ 국내 소비자 %
 ⑥ 기타 (                    ) %

합 계       100 %

7. 한국이 칠레, 미국, 유럽국가들과 FTA 이행 이후 수입과일 관세인하혜
택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혜택을 100%로 가정
할 경우 비율 기재)

8. 귀사에서 과일 수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결정 요인은?
   (   ,   ,   )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국내산 가격 상승               ② 수입단가
   ③ 국내산 생산량 감소             ④ 수입과일 재고량 감소
   ⑤ 국내소비패턴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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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사의 수입과일 유통 등과 관련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구 분 내  용

문제점

•

•

•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

•

•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본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수입육 유통실태조사”

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입축산물의 유통체계

와 흐름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축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

적이오니 설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031)394-8147/FAX 394-8150 

담당자: 부장 이선우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육 취급물량(톤)    톤   톤

부록 2

수입육 유통실태 설문조사표

 “ 아래 문의사항 중 해당 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 연도 : 2012년 >

1. 귀사의 수입육 취급품목은? (두 개 품목 취급 시 모두 체크)

  ① 쇠고기(      )  ② 돼지고기(      )  

2. 귀사의 수입육 취급형태는?

  ① 수입에서 도매상에게 판매까지만 취급(수입대행 포함)  (      )
  ② ① 이 외의 형태(수입에서 도·소매까지나, 도매에서 도·소매까지 등)  (     )

3. 귀사의 연간 수입육 취급물량은?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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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   %
유럽   %   %
남미(칠레)   %   %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
기타(                  )   %   %

계   100% 100%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도매상(유통업체) % %

육가공업체 1차(식육포장) % %
2차(가공품) % %

대형할인점 % %
단체급식 % %

정육점·슈퍼 % %
식    당 % %

기    타(             ) % %
계 100% 100%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직수입 % %

수입업체로부터 구입 % %
도매상(유통업체)로부터 구입 % %

기타(                ) % %
계 100% 100%

4. 귀사의 수입육 취급물량 중 국가별 비중은?

5. 귀사의 수입육 구입방법은?

6. 귀사의 수입육 판매처별 판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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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개월 이하 1~2개월 2~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쇠고기(톤)

돼지고기(톤)

구 분 마진율(비용+이윤) 비 용 이 윤

쇠고기
도매 % % %
소매 % % %

돼지고기
도매 % % %
소매 % % %

7. 귀사에서는 평균적으로 몇 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십니까?(연간 
판매량을 감안한 월 평균치)

8. 귀사의 수입육 주 보관지역은 ?

   ① 수도권 (    )  ② 중부권 (    ) ③ 호남권 (    ) ④ 경남권 (    )

9. 귀사의 수입육 취급에 따른 연간 평균 마진율은?

 주) 마진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비용과 이윤을 합한 금액. 단, 비용은 경영상황에
           따라 마진을 초과(역마진)할 수도 있고, 이윤이 ‘0’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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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사의 수입육 취급에 따른 월 평균 유통비용은 얼마입니까?
   * 세부금액 또는 전체 유통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입해 주세요.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금액(원/kg) 비중(%) 금액(원/kg) 비중(%)

최초
구매원가

수입원가
관 세
소계(A)

비
용

직
접
비

운송비(항구도착 하역~검역창고 입고까지)
상·하차비

포장비(스티커표기등)
감모비(검사관련 

sample,부분불합격등)
통관제비용

소계(1)

간
접
비

인건비성 비용
건물관리비(임대료 등)

영업용차량 유지비
냉동창고 보관료

운송료(거래처배송)
제세공과금
기타 제경비

소계(2)
영업외비용(금융비용등)(3)

비용합계(B=(1)+(2)+(3))
이윤(C)

판매가격(D=A+B+C)
주 1) 2012년 수입물량 기준(돼지고기는 약 22톤 1컨테이너, 쇠고기 약 19톤 1컨테이너).
   2) 환율 적용 : 2012년 평균환율 1,126원/1$(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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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비율
 ① 수출업체 %
 ② 정부(관세청) %
 ③ 수입·유통업체 %
 ④ 국내 유통판매업체 %
 ⑤ 국내 소비자 %
 ⑥ 기타 (                    ) %

합 계       100 %

11. 한국이 칠레, 미국, 유럽국가들과 축산물에 대한 FTA 이행 이후 관세
인하 혜택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혜택을 
100%로 가정할 경우 비율 기재)

12. 귀사에서 수입육 수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결정 요인
은?
   (   ,   ,   )
   (중요한 순서대로 기입해주십시오) 

   ① 국내산 가격 상승               ② 수입육 가격이 상승
   ③ 국내산 생산량 감소             ④ 수입육 재고량 감소
   ⑤ 수입 오퍼가격 하락             ⑥ 기타(경영전략 등)

13. 귀사에서 수입육 수입 시 아래 대금결제 방법의 비중은?

  ① At Sight L/C  (    %)    ② USANCE(유산스) L/C  (    %)
  ③ T/T(전신환)   (    %)    ④ 기타  (    %)

14. 귀사가 여러 요인으로 수입육 판매가 어려울 경우 이용하는 판매전략 우선순위 세 가지는?

  ① 할인판매(마진축소)  ② 손실판매  ③ 장기냉동보관  ④ 해외반출   ⑤ 
기타(폐기 등) 

  ▪ 쇠고기 :  (    ), (    ), (    ) 
  ▪ 돼지고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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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사의 수입육 유통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에 대한 의견은?
구 분 내  용
문제점 •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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