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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밀, 옥수수 콩 등의 수입곡물은 제분, 정분당, 채유 산업 등의 기초식품소
재 산업이나 배합사료 산업의 원료 곡물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급등락 영향은 이들 식품소재 산업 및 제빵, 국수, 라면, 과자 등의 2차 식품
가공 산업을 통하여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합사료를 통해 축산물
에 전이되어 육류, 유제품, 계란 등의 축산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
입곡물은 관련 산업 및 소비자 물가에서의 중요성과 2007~08년의 애그플래
이션을 계기로 곡물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제곡물시장 및 관련 국내
산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수입곡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곡물 수급 및 시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연구는 식량안보 및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수급과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라는 주제에 한정되어 왔다. 본 연구는 수입곡물을
직접 수입하는 기초식품소재 산업과 배합사료 산업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국제곡물가격
급등락의 영향은 이들 국내산업의 대응능력 여하에 따라 감소 혹은 증폭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기존에 수행된 다수의 국제곡물 관련 연구 결과에 더하여 국
제곡물 관련 산업의 효율화, 식품 소비자물가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 국제
곡물 확보 및 식량안보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업계 및 학계 전문
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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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우리나라의 밀, 옥수수, 콩 자급률(사료 포함)은 2015년 기준 각각
0.7%, 0.8%, 9.4%로 이들 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곡

물 국제가격의 변동은 식품소재 및 배합사료 산업을 통해 국내 물가 및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파급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임.
○ 수입곡물의 축산 및 식품 산업에서의 중요성과 국내 식품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고려할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곡물 확보와 가격
변동성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임.
○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 및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국제

곡물가격 급등락이 반복됨에 따라 안정적 원료 곡물 확보, 가격전이, 산
업구조의 효율화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2007~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을 계기로 국제곡물수급 및 시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제곡물가격 수준 및 변동성의 증가에 따
른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수입곡물 가공 산업인 식품소재 및 배합사료 산업의 원료 곡물 구매,

관련 규제 및 정책, 산업 구조 및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인 식품소재 산업과 배합사료 산업은 시장구조

및 참여자 등이 상이하며 이들 각 산업에 대한 이슈가 다양한 만큼 1차
년도에는 식품소재 산업, 2차년도에는 배합사료 산업에 대한 연구로 분
리하여 수행함.

iv
○ 1차년도 연구는 기존연구 검토, 수출입 관련제도 분석, 계량경제 모형

을 이용한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검정, 생산성 추정 및 시장지배력 계수
를 추정함.
○ 경제학의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밀가루, 전분당 및 식용유 시장에 대

한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을 수행. 또한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
본, 대만 상황을 국내 상황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식용곡물 수입현황 및 관련 제도
○ 밀, 옥수수, 콩 수입액은 국내 쌀, 양돈 산업 생산액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식품제조업, 축산업 및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식용곡물 수입단가는 국제곡물가격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전이되며

수입국 다변화는 가공용 옥수수에서만 유의미하게 수입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됨.
- 식용곡물의 수입량은 곡물 국제가격의 수준보다는 변동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 변동 위험관리가 안정적 수입물량 확보의
주요 과제인 것을 알 수 있음.
<식용 수입곡물 원산지 비중>

제분용 밀

전분당용 옥수수

채유용 콩

v
○ 수입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수입곡물의 국내 식품 산업 및 축산업

과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량도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TRQ 물량을 매년 증
량함. 정부의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제도적 지원과 1980년
대 이후 지속된 시장기능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현재의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이 발전함.
산업 경쟁상황 분석 이론 및 기초자료 분석
○ 본 연구는 획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의 구조, 행위, 성과의 순환적

인 인과관계와 내생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
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함.
○ 계량모형을 이용한 가격전이 분석에서 수입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채유용 콩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남.
즉, 1차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부문에서도 장기
혹은 단기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남.
<수입곡물 가공 산업 가격전이 분석: 장기효과>

○ 산업 혹은 시장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생산성 추정 결과 수입곡물 가

공 산업의 생산성은 평균적인 전체 식료품 제조업 및 제조업 생산성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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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곡물 가공 산업 총요소생산성 비교>

○ 시장지배력 계수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에서 전분당 시장의 경우

시장지배력 계수가 유의미하게 0과 다르게 추정되어 시장지배력이 존재한
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나 시장지배력 계수의 추정치가 작게 추정
되어 시장지배력이 일부 존재하나 그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
○ 수입곡물 가공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결과 제분, 전분당,

채유 산업이 속한 시장이 모두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나 세부 시장구
조, 행위, 성과지표들은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일정부분 진전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함.
- 과점적 시장구조에도 B2B 거래에서의 구매자 대응력, 높지 않은 영업

이익률 등을 고려할 경우 세 시장 모두 과점적 경쟁시장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여타 분야도 겸업하는

반면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의 주요지표인 매출액 점유율, 수익률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 보고서가 분리·작성되지 않아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정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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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및 성과 평가 개념도>

일본 식용곡물 가공 산업 분석
○ 일본은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곡물 수입관련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상이함.
- 일본은 자국산 원료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수입 원료에 대해 부담

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자국 내 원료작물의 생산비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함.
○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분 산업에서의 가격전이 비교 시 비슷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도 일본 제분업에서의 가격전이 모습이 더 합리적인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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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우리나라 제분 산업에서의 가격전이 형태 비교>
일본

한국

요약 및 시사점
○ 정부는 식용 수입곡물이 식료품 제조업 및 여타 제조업의 소재로 사용

되어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입 관세를 매우 낮게 설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
○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이 공정거래법상

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근접했거나 초과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
임. 그러나 교섭력이 큰 업체와의 B2B 거래비중이 높아 과점적 구조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구매자 대응력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일본 제분업도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7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격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좋은 모습임. 동
일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서로 다른 시장성과를 보이는 예로 우리나라
수입곡물 가공 산업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식용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은 시장기능에 의한 성과개선이

가능할 정도로 시장의 경쟁토대가 마련되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는 시장의 경쟁이 효율적인 시장성과 개선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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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업체들이 여러 업종을 겸하면서도 분리된 회계보고서가 공개

되지 않아 시장행위 및 성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수입곡물 1
차 가공 산업은 과점적 구조를 가져 잠재적 시장압력이 충분하다는 점
을 증명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수입단가, 최종품의 판매가격 등의 공
개를 통해 가격전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필
요성이 존재
○ 원료 곡물 국제가격, 생산물에 대한 물가수준 등의 정보의 정확성을 개

선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홍보강화로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견제가 가
능하도록 해야 함.
○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대한 줄이되 주기적인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현

황 평가를 통해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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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Analysis of the
Imported Grain Processing Industries: Focusing on the
Food Processing Industries (Year 1 of 2)
Background and Objective
The self-sufficiency rates of Korea for wheat, corn, and soybean are
0.7%, 0.8%, 9.4% respectively so Korea depends on imported grain for almost all domestic consumption. Hence international grain prices have great
influence on domestic food prices and the whole Korean economy through
not only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such as wheat milling, corn and soybean processing but also animal feed industries. When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food and livestock industry and the influence on domestic
food prices, securing grain import quantity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price fluctuation risk in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s are very important
national interests.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in Korea for securing
grain import and stabilizing domestic food prices because of the importance
and jumps in international grain prices in 2007~08 year, which created a
newly-coined word, ‘agflation.’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concerns on securing grain import, price transmission and efficiency of related
domestic industries continued with the repetition of international grain prices’ sudden rise.
Despite the importance and national interests as stated above, the researches on the domestic grain processing industries and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grain markets on domestic food markets are very limited.
Although, with the 2007~08 year’s sudden rise of international grain prices,
many researches on the international grain supply and demand have been
carried out, most of these researches focused on food security and securing
food resource issues. Hence the researches on the domestic influence of international grain price level and volatility changes, that is, the whol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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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of imported grain industries, are very few.
This research identifies problems and draws improvement directions for
imported grain processing industries by an analysis of grain purchase,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industry structure and performance.
Concretely, in the view of increasing market efficiency, this study analyzes
the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wheat, corn starch/glucose and
soybean oil processing industries which directly import and primarily process grains.

Research Method
We divide this research into two areas: food material industries which
use imported grain for the first year study and mixed feed industries for
the second year study because the structure and market players of each industry are very different and both of the industries have their own various
issues. This report is for the first year study, that is, food material
industries. This first year study conducts price transmission analysis, industry productivity level comparison analysis and market power parameter
estimation using quantitative econometric methods in addition to literature
reviews and analysis of import regulation and government polic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and the 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ies, this study conducts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wheat flour, corn starch/glucose, and cooking oil markets. Furthermore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through comparing food processing market conditions and performances of Japan and Taiwan which also depend on most
of imported grains for their processing grain consumption to those of
Korea.

Results and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great impacts of the food material industry and food
price level,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intained import tariffs of food
grains very low. That is,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set very high
import tariffs of grains and monopolized grain imports to protect domestic
agriculture, Korea has carried out price stabilization policy through trade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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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says that good market performance
can be achieved under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through competition
pressure from potential competitors and buying power of front industries.
Buying power and potential competition pressure can be reinforced by
strengthening information openness and improving information accuracy.
The competition pressure can play an important role for improving market
performance without visible competitors. We can see that pattern of price
transmission in the Japanese wheat milling industry is much better than
that in the Korean wheat milling industry. This can be an example of good
market performance under imperfect market structure and this also means
that market performance of Korean imported grain processing industries
has some room to be improved.
Wheat milling, corn starch/glucose and cooking oil markets have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with the 3 biggest firms’ very high market
shares (CR3: 74.1%, 86.0%, 62.8% respectively) which reach or exceed the
criteria of the Fair Trade Act for dominant market players. But the proportion of business-to-business sales on big firms which have bargaining
power is of importance and business profit rates of firms are not high when
compared with the average profit rate of whol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um,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three markets are all oligopolistic
competitive which means market function works relatively well under oligopolistic structure. Despite these conclusions, the three markets show
slightly different competition strength. While the corn starch/glucose market has a relatively high market concentration ratio and business profit
rates, the entry barrier to the cooking oil market which includes the soybean processing industry is relatively low because small players can enter
the market easily by the form of resale firms that import raw oil directly
without huge squeezing facilities. Hence we think the competition of the
cooking oil market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corn starch/glucose market.
Based on the results above mentioned, we propose four improvement directions to make domestic primary grain processing industries economically
efficient. Firstly,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 should be a main measure
to improve market performance in the primary grain processing industry.
Because government’s direct regulation and intervention cause side effects
necessarily, market can be a good alternative of government contro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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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economic efficienc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the domestic primary grain processing industry has the foundation for market competition. Hence we conclude markets are more efficient
measures than government regulation for improving market performance in
the industry.
Secondly, openness of information through accounting separation should
be required to the primary grain processing industries. Because the industries have benefited from almost zero import tariff rates for stabilizing
food prices, it should be proved that the original object of the benefit has
been achieved. That is, because most of firms in the industries do other
business but detailed accounting information is not made public, it is difficult to make conclusion for the market performance of the three industries.
Thirdly, the accuracy of market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and
promoting the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cost structure of the
grain processing industries can be easily understood just by comparing
movements of import grain prices and final product prices because the
share of raw material grain in total cost is very high. But it is known that
the final product prices are inaccurate because it is difficult for firms to
increase the price in response to the price increase factors due to government price management policy which has been carried out until now and
social pressure.
Lastly, periodic checks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status of market
competition for the products from primary imported grain processing
industries. Imported grain processing industries have already been liberalized and have been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market. But there is still
concern about abuse of market power because of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of the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mpetition
status of the market.
Researchers: Kim Jongjin, Seung Junho, Kim Jiyeon, Choi Sunwoo and
Lim Kwontaek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2.
E-mail address: j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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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사료용 포함)이 0.7%, 0.8%, 9.4%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들 세 곡물의 수입액은 연평균 약 5조 9,000억
원으로 쌀(약 8조 1,000억 원)과 돼지(약 6조 2,000억 원) 생산액 다음으로 크
다. 또한 매년 비슷한 양의 곡물이 수입되는 데 비해 국제가격의 변동성이
커 곡물 수입액 변동성도 매우 큰 특징을 보인다. 배합사료, 제분, 전분 및
당류, 식용유지 산업은 수입곡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어 국제곡물수급이 국
내 축산업과 식품 산업, 더 나아가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2014년 기준)을 곡종별로 살펴보면 밀 371만 톤, 옥
수수 1,021만 톤, 콩 300만 톤으로 옥수수 수입량 중에서 사료용 옥수수 수입
량이 815만 톤으로 특히 많은 구조이다. 1990년대 이후 수입 추이를 살펴보
면 총수입량은 비교적 안정적 추이가 유지되는 모습이나 국제곡물가격의 급
등락으로 수입액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인다. 즉, 2014년 기준 수입액은
약 59억 달러이나 국제곡물가격 등락에 따라 비슷한 양의 곡물을 수입하면
서도 수입액이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제곡물가격의 등락에 따른
수입액의 큰 변동성으로 2007~2008년과 같이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도 매
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장

제

2 서론
<그림 1-1> 주요 곡물 수입량 및 수입액 추이
단위: 만 톤, 백만 달러

주: 주요 곡물은 밀, 옥수수, 콩, 대두박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통계(1995~2015년).

이상과 같은 수입곡물의 축산 및 식품 산업에서의 중요성 및 국내 식품물
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고려할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곡물의 확보
와 가격 변동성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2007~2008년의 국제곡물가
격 급등을 계기로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 및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및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노력과 함께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국제곡물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구
축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입곡물은 제분, 전분당, 식용유 등의 식품소재 산업 및 육우용, 양계용,
양돈용 등의 사료 산업의 주원료로 사용되어 국내 식량 공급 및 축산업의 중
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가공용 수입 밀, 옥수수, 콩(대두박)은 각각 밀가루,
전분당, 대두유 등으로 1차 가공되어 소비자에 직접 공급되거나 면류, 빵류,
제과, 음료 등의 2차 식품가공 산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사료
산업에 의해 생산된 배합사료는 축산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식생활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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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담당하는 육류, 유제품, 계란 및 가공 축산물 형태로 시장에 공급된
다. 특히, 식료품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
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구조이다.
<그림 1-2> 수입곡물 관련 산업

곡물 원재료

곡물 가공업

밀
옥수수
대두/대두박

전방 산업

식품소재 산업
∙ 제분/전분당/대두유
⇒

⇒
배합사료 산업
∙ 육우용/양돈용/양계용

∙ 가공식품: 면류, 빵류, 제과, 음료
∙ 축산업: 육우, 양돈, 양계
∙ 식품/배합사료 유통업

국제곡물의 1차 가공 산업인 사료,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원료 곡물을 확보하며 대규모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으
로 진입장벽, 과점 등의 산업 구조적인 이슈를 공유한다. 특히, 사료 및 제분
산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
해 정부의 지원 혹은 규제하에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자율화되었다는 역
사적 배경도 비슷하다.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곡물 관련 물가의 안정화는 국정과제로 사
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및 언론 등은 국
제곡물과 관련된 식품물가 및 배합사료 물가의 비대칭적 가격전이(Asymmetric
price transmission)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수입곡물 가

공 산업에서는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격담합, 과점적 시장구조,
진입장벽 등의 산업 내 공정경쟁에 관한 이슈들이 존재한다.1 또한 곡물 수

1

2006년 대한제분 등 8개 제분사에 밀가루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434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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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전문 인력 육성, 구매방식의 효율화 등도 시급
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중요성 및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곡물 가
공 산업 및 국제곡물시장의 국내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2007~20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을 계기로 국제곡물시장과 원료 곡물
확보 방안에 대한 다수의 국내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
곡물 가공 산업의 효율화 및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곡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식량안보 이슈에 집중되었으며, 국제곡물가
격 수준 및 변동성의 증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즉, 수입곡물 관련 국내산
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수입곡물 가공 산업인 식품소재 산업과 배합사료 산업의 원료
곡물 구매, 관련 규제 및 제도, 산업구조 및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곡물을 직접 수입하고 1차 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제분, 전분
당, 채유 및 배합사료 산업의 구조 및 성과 분석에 초점을 두며, 시장의 경제
적 효율성과 사회후생 증대라는 차원에서 기업의 곡물 구매 행태, 산업의 구
조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문제는 원료 곡물의 수
입에서부터 가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수입곡물의 가치사슬 전

부과되었으며 2014년에는 카길·하림·CJ제일제당 등 11개 배합사료 회사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773억 원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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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유통단계를 식별하고자 한다.
다만, 배합사료 산업과 식품소재 산업은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일 뿐만 아
니라 하위 시장(식품소재: 제분, 전분당, 착유; 배합사료: 육우, 양돈, 양계 등)
이 다양하고 산업별 연구 내용이 방대하여 2년에 걸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
다. 1차년도에는 식품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2차년도에는 배합
사료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1차년 연구의 결과
로 식품소재 산업의 구조 및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3.1. 기존 연구 요약
2007~2008년의 곡물 국제가격 급등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가 높아지면서 국제곡물시장을 통한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김용택 외(2007, 해외식량자원 확보), 김명환
(2008, 식량 안보문제), 이대섭 외(2009, 수입방식 개선), 서진교 외(2011, 곡

물 국제가격 변동요인), 문진영 외(2014, 해외곡물 확보), 정정길 외(2014, 식
량안보), 김종진 외(2014, 국제곡물 조기경보) 등의 연구는 국제곡물 수급 불
안정 및 가격 급등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식량자
원의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달성을 모색하는 연구들이다. 국제곡
물 관련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가차원에서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이다.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되어
온 성명환 외(2012, 2013, 2014, 201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세계 곡물시장
및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해 전반적이며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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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곡물가격의 수준 및 변동성 증가의 국내 식품 산업과 식품 물가에 대
한 영향 및 국내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역할 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수입 밀, 옥수수, 콩 등이 다양한 가공 및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세부적인 파급경로 및 유통단
계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성명환 외(2014)는 제분
산업과 사료 산업에 대해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등의 모형을
이용하여 가격전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유통단계에서 비효율성의 정
도 분석을 위한 시장의 구조 및 성과 분석도 수행되지 않았다. 더하여 제분,
전분당, 대두 채유 등의 수입곡물 관련 소재 산업의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국내 수입곡물 가공 산업을 통한 파급경로의 전반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수입곡물 관련 식품소재 산업 및 사료 산업에 대한 대부분 연구도
시장구조 분석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시장행위 및 시장성과 등의 산업 및 시장
의 경쟁상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우
선, 식품 산업의 시장구조에 관한 연구로 김유진(2010), 신하영·손정표(2010)
등이 있으며, 지인배 외(2012)는 축산업의 후방 산업으로서의 사료 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안병일(2002)은 밀 수입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안동환·김성훈(2012)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제당 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이헌동(2009), 채종훈(2010),
진현정 외(2013), 임용택 외(2014), 안세영 외(2015) 등은 산업연관분석을 이
용하여 식품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3.2. 시사점 및 차별성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곡물에 관한

국내 연구는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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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와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내 수입곡물 관련 산업의 효율화를 통해 국내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취약성이 개선될 때 식품 및 사료물가의 안정을 기대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타 산업분야에서는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 가격전이 등에 관한 다
양한 분석이 이루어진 반면, 수입곡물 관련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산업 및 시장의 구조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이
론 및 분석모형이 잘 정립되어 있어 수입곡물 관련 산업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일반 제조업 중심의 시장성과 및 시장
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은 다수 진행되었으며 가격전이 분석은 농산물의 여
러 품목에 적용된 반면, 수입곡물 가공식품 분야의 적용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료, 제분, 전분당, 채유 등 수입곡물의 1차 가공 산업
의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국내 식품물가 안정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즉, 수입곡물 가공 산
업이 원료 곡물 확보에 관한 이슈, 대규모 장치 산업적인 특성 및 과점적 시
장구조를 공유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산업 간의 비교와 공통 이슈 분석
을 통해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기존 연구의 경우 전반
적인 국제곡물시장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제시장에서 곡물구
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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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국제곡물 1차 가공 산업인 배합사료 산업과 제분, 전분당 및 콩
채유 산업의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시장
의 현황과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에 관한 경제학의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
탕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되며 계량
적 분석이 요구되는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산업 생산성 및 시장지배력 계수
분석은 본격적인 시장의 구조 및 성과 분석에 선행하여 수행하였다. 최종적
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인 시사점 및 결
론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2차년에 걸친 연구로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인 제분, 전분당,
채유 등의 식품소재 산업과 배합사료 산업은 시장구조 등이 상이하며 이들
각 산업에 대한 이슈가 다양한 만큼 1차년도에는 식품소재 산업, 2차년도에
는 배합사료 산업에 대한 연구로 분리하여 수행하였다.
보고서 장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장에서는 식용곡물의 수입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3장은 4장의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제이론을 정리하고 몇몇 계량 분석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
여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식용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에 대한 구조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공용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4장 국내 식품소재 산업 분석 결과
와 5장의 외국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은 1차년도 연구내용 및 구성을 나타낸다. 2차년도에도 아래의 그
림과 비슷한 연구 내용과 구성으로 배합사료 산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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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 내용 및 구성

5.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입 밀, 옥수수, 콩 가공 산업인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의
관련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곡물 산업이 포함
된 시장은 국내산 및 여타 대체 가능한 상품과 하나의 시장으로 정의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고는 통상적인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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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시장획정을 통해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렇게 설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가격전이의 문제는 곡물수입에서부터 2
차 가공품까지를 포괄하여 가격전이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의
단계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해당 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및 외
국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는 이제까지 수행된 국
제곡물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경제학에서 시장의 구조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연혁 및 이론을 통하여 시장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식별하는 부
분에 사용되었다. 정량적 계량분석은 수입곡물가격 및 수입량 결정요인 분
석,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분석, 산업의 생산성 분석과 시장지배력 계수 추정
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계량분석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 내용
을 설명한 부분에서 간단한 추정모형에 대한 설명과 사용된 계량분석 방법
의 한계점 및 장단점을 서술하였다. 외국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국 내 곡물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다만 분석 자료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이들 국가의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을 모두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차례의 관련 업계
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계량분석 내용은 학회발표 등을 통해 오류를 줄이
고자 노력하였다.

식용곡물 수입 현황 및 관련 제도

1. 수입곡물과 식품소재 산업

밀, 옥수수, 콩은 국내 식품 제조업과 축산업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생산기반이 미약하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농림축산식
품부 양정자료에 따르면, 밀, 옥수수, 콩의 사료용 포함 자급률은 2015년 기
준 각각 0.7%, 0.8%, 9.4%로 이들 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2 구체적으로 이들 곡물의 총수입액(밀, 옥수수,
콩의 2013~2015년 평균수입액)은 연평균 5조 8,746억 원으로 동 기간 국내
상위 10개 농축산물 생산액과 비교하면 쌀(8조 1,275억 원), 돼지(6조 1,972억
원) 다음으로 크다. 사료용 수입액이 3조 6,814억 원, 식용곡물 수입액이 2조
1,932억 원으로 사료용 수입액은 국내 한우 생산액 다음으로 큰 수준이며 식

용 수입액은 국내 우유 생산액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제곡물가격
이 높았던 2013년 이들 곡물 총수입액은 6조 원을 상회한 바 있다. 곡물 수
입액이 국내 주요 농축산물 생산액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해당 곡물
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배합사료, 제분, 전분 및 당류, 식용유지 산업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 전체 식품 산업과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 2016. 양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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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곡물(밀·옥수수·콩) 수입액과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

주 1) 최근 3개년(2013~2015년) 평균임.
2) 곡물 수입액은 밀(제분용, 사료용), 옥수수(식용 및 기타, 사료용), 콩(식용 및 기타, 채유용, 대두박)의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3~2015).

식품소재 산업에서 수입곡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소재 산업
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식품소재를 “농수축
산물이 독자적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하고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을 완성하
는 데 쓰이는 재료”로, 식품소재 산업을 “농수축산물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과 완제품인 식품 산업을 제외한 중간재 산업”으로 정의한 김성우 외
(2014)의 기준을 사용하여 크기를 계측하였다.3 식품소재 산업은 식재료, 일

반소재, 식품첨가물소재 및 기능성식품소재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4>. 수입곡물은 식품소재 산업의 주축을 담당하는 일반소재 산업 중 제당

을 제외한 ‘기초 4대 소재 산업’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3

김성우 외. 201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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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식품소재 산업의 범위

자료: 김성우 외(2014: 15).

이상의 식품 소재 산업 분류에 따른 수입 밀, 옥수수, 콩 가공 산업은 통계
청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따라 ‘제분’, ‘전분 및 당류’, ‘식용유지’ 산업으
로 분류되며 이들의 전체 식품 산업에서의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기준 ‘유지 및 곡물 가공품’ 제조업
의 출하액은 7조 3,776억 원으로 전체 식료품 제조업의 11%를 차지하며, 부
가가치액은 2조 979억 원으로 식료품 제조업의 9%를 차지한다. 또한 제분,
전분제품 및 당류, 식용유지 산업의 출하액은 4조, 7,750억 원, 부가가치액은
1조 4,274억 원으로 각각 ‘유지 및 곡물 가공품’ 제조업의 65%, 68%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식용곡물 수입 현황 및 관련 제도
<그림 2-3> 식료품 제조업의 부류별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비중
<출하액 기준>

<부가가치액 기준>

주: 유지 및 곡물 가공품은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의 합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2014).

<표 2-1> 유지 및 곡물 가공품 제조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액
출하액(백만 원)

부가가치액(백만 원)

유지 및 곡물 가공품 제조업(A)

7,377,613

2,097,892

식용유지(B)

1,702,584

400,772

곡물 제분(C)

1,664,298

514,283

전분제품 및 당류(D)

1,408,108

512,313

E=B+C+D

4,774,990

1,427,368

64.7

68.0

E/A(%)

주: 식용유지는 식물성 유지 제조업과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2014).

2. 식용곡물 수입 현황 및 추이

2.1. 제분용 밀 수입 현황 및 추이
최근 5개년(2010~2014년) 우리나라 제분용 밀 수입량은 평균 227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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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세부적인 제분용 밀 수입량 추

이를 보면 2000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다 감소 추이로 전환되었으며, 밀 국
제 가격이 상승한 2009년에 191만 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증가 추이
로 전환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반면, 사료용 밀 수입량은 최근 5개
년(2010~2014년) 평균 231만 톤으로 제분용 밀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이나 변
동성이 큰 특성을 보인다. 이는 사료용 밀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와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분용 밀 수입량은 단기적으로는 밀 국제가격에 영향을 받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내 밀가루 생산량은 일정 수준
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분업의 안정적 사업 환경이 조성됨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4> 용도별 밀 수입량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분용 밀의 원산지는 미국,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
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미국산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호주산과 캐나다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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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커지는 추이를 보인다. 1990년대 후반(1995~1999년 평균) 제분용 밀
원산지 비중은 미국이 63.6%, 호주 32.3%, 캐나다 4.1%였으나 2010년대 초반
(2010~2014년 평균)의 경우 각각 49.4%, 43.1%, 7.4%로 변화되었다.

호주산과 캐나다산 제분용 밀 수입 증가는 가격요인보다 안정적 수입처
확보를 위한 원산지 다변화와 국내 밀 관련 제품의 기호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0~2014년 평균을 기준으로 미국산 밀과 호주 및 캐나다
산 밀 가격(수입단가, CIF) 비율은 각각 99.7%, 111.7%로 이러한 비율은 2000
년대 초반 이후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밀 국제가격 변동성 증대와 미국산
밀에 대한 의존 심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분
업체들은 원산지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호주산 밀의 품질 개선
으로 미국산 밀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 제분 업체들이
우리나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밀가루 및 면류 생산을 위해서 미국산과 호주
산 밀을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 관리, 국내 소비
자 기호 등으로 추가적인 제분용 밀의 원산지 다변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그림 2-5> 제분용 밀 원산지별 수입량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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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호, 품질, 품종 등의 이슈로 원산지 다변화가 용이하지 않은 제
분용 밀은 사료용에 비해 수입국 집중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
분용 밀은 미국과 호주에서 90% 이상 수입되나, 사료용 밀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이외에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
료용 밀은 품질에 비해 가격요인이 수입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이
며 밀 원산지 간 대체뿐만 아니라 옥수수 등의 여타 사료곡물과도 대체가 용
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6> 수입 밀 용도별 원산지 비중
<제분용>

<사료용>

주: 최근 5개년(2010~2014년) 평균 수입량 비중을 나타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0~2014).

2010년대 초반기(2010~2014년) 제분용 밀의 수입단가(CIF)는 353.7달러/톤

으로 밀 국제가격이 안정적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49.8%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밀 가격은 2006년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어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국제가격의 변동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은 가
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원산지별 수입단가는 호주산이 미국산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0년 초반기(2010~2014년) 기준 캐나다산은 미국산에 비해 약
11.7% 높았다. 특히, 캐나다산 밀 가격은 곡물가격이 급등하였던 2008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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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각각 미국산보다 각각 17.1%, 19.7% 높았다. 이렇게 캐나다산 밀

수입단가가 여타 국가의 밀보다 고가에 수입된 것은 품질 및 품종의 상이성
에 따른 것으로 동일 품종 및 품질일 경우는 캐나다산 밀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7> 제분용 밀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2.2. 가공용 옥수수 수입 현황 및 추이
전분당 제조에 사용되는 가공용 옥수수는 2010년대 초반기(2010~2014년)
연평균 204만 톤 수입되었으며, 이러한 수입량은 1990년대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옥수수 국제가격이 급등한 2008~2009년 일시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곧 회복되었다. 반면 사료용 옥수수는 2010년대 초반기
(2010~2014년) 약 664만 톤이 수입되었다.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 추이는 가

공용 옥수수 수입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모습이며 특히 사료용
밀과 대두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2014년에는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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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용도별 옥수수 수입량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가공용 옥수수는 제분용 밀에 비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며 2010년
초반기(2010~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브라질, 헝가리 등이 주요 수입국이
다. 중국산 옥수수는 2007년대 이전까지 상당량(2007년 91만 톤)이 수입되었
으나 2008년 곡물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중국 정부의 재고량 관리와 가격지
지 정책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로 2008년 이후 거의 수입되지 않았다. 미국
산 가공용 옥수수 수입량은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003년 2012년의 경우 미국의 흉작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량 감소에 따라 우

리나라로의 수입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부터
의 옥수수 수입량도 매우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공용 옥수수가 제분용 밀보다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이유는 전분당으로 가공될 경우 생산품의 특성 및 품질 차이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수수는 전분, 당류 등으로 가공됨에 따라 상품 특성이
원재료인 옥수수와 크게 달라져 최종 소비자는 원료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즉, 가공용 옥수수는 가공단계에서 원산지별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
문에 수입업체들은 가능한 저렴한 수입처를 찾아 원산지를 다양화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매우 불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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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가공용 옥수수 원산지별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2010년대 초반기(2010~2014년) 원산지별 가공용 옥수수 수입량 비중은 미

국이 35.8%, 브라질이 15.7%, 헝가리가 9.3%이며, 이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프랑스, 헝
가리,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가공용 옥수수가 수입되었다.
<그림 2-10> 수입 옥수수 용도별 원산지 비중
<가공용>

주: 최근 5개년(2010~2014년) 평균 수입량 비중을 나타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0~2014).

<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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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옥수수 수입단가는 수입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원산지
다변화를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별 가격 차이는
연도별로 다소 상이하나 미국산에 비해 여타 국가의 옥수수가 저렴하게 도
입된 경우가 많으며 이들 국가의 수입단가는 평균적으로 미국산의 90% 수준
이었다.
<그림 2-11> 가공용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2.3. 채유용 콩 수입 현황 및 추이
콩은 장류박용, 두부용, 두유용 등으로 수입되는 식용과 채유 과정을 거쳐
대두유 및 사료용 대두박을 생산하는 채유 및 사료용(이하 채유용)으로 구분
된다.4 이외에도 사료용으로 콩 가공품인 대두박이 다량 수입되고 있다.
2010년 초반기(2010~2014년) 기준 우리나라 채유용 콩 수입량은 연평균 87만

4

이외에 일반관세가 적용되는 콩나물 콩도 수입되나 양이 3만 5,000톤 수준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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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제분용 밀이나 가공용 옥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수입된
반면,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대두박은 166만 톤, 식용은 26만 톤가량이 매년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채유용 콩 수입량은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2만
톤(연평균 0.37%)씩 감소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완제품인 대두박과 대두 조
유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2-12> 용도별 콩 수입량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원산지별 채유용 콩 수입량은 미국산이 2003년까지 채유용 콩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으나 2005년을 전후하여 브라질산 비중이 높아지
면서 미국산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후 미국산과 브라질산이 비슷한 양으로
수입되는 가운데 2012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브라질산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국제 콩 가격의 상승에 따라 원료구매의 안정성 확
보를 위한 적극적인 원산지 다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 브라질
의 콩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수출량 또한 증가한 시기라는 점도 이
러한 다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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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채유용 콩 원산지별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원산지별 채유용 콩 수입량 비중은 미국이 2010년 초반기(2010~2014년) 기
준 42.9%, 브라질이 46.9%로 이들 두 국가에서 거의 모든 채유용 콩이 수입
되었다. 세계 콩 수출량의 80% 이상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담당하여
여타 용도의 콩 혹은 대두박도 이들 3개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구조이다.
<그림 2-14> 수입 콩 용도별 원산지 비중
<식용>

<대두박>

주: 최근 5개년(2010~2014년) 평균 수입량 비중을 나타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0~2014).

<채유 및 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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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용 콩 수입단가는 2004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후 2007~2008년
콩 국제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단가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산
과 브라질산의 수입단가 차이는 매우 미미한 모습을 보여 브라질산이 미국
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15> 채유용 콩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1995~2014).

3. 수입단가 및 수입량 결정요인 분석5

본 절은 곡물의 수입가격 및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식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곡물 도입을 위한 시사점 및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입단가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시
계열 계량모형인 ECM(Error Correction Model)을 포함하는 ARIMA-DL(Auto

5

분석 방법, 자료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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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Distributed Lag) 모형을 이용하였다.6

기초자료 분석 결과 국제곡물 선물가격과 수입단가 간에 장기적 균형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cointegration)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ECM 모형을 도
입하였으며 선물가격의 시차 항이 수입단가의 자기회귀 부분을 충분히 설명
함에 따라 A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이 아닌 DL 모형을 설정하였다.
식용곡물 수입단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입단가는 선물가격이 장기
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단기적 영향은 3~6개월의 시차를 두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 가지 식용곡물의 선물가격과 수입단가 간 장기적 균형관계는 곡종
별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보여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수입단가 변동성으로 모두 전이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종별로 채
유용 콩은 선물가격 변화분의 94.2%가 수입단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
어 여타 곡물에 비해 가격전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용 옥수수와
제분용 밀은 각각 선물가격 변화분의 86.7%, 81.7%가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장기적 반영속도는 가공용 옥수수가 장기균형관계 이탈
분의 9.5%/월로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채유용 콩은 9.4%/
월, 제분용 밀은 7.5%/월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적 반영 정도 및 속도도 곡종별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분
용 밀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반면 가공용 옥수수는 4~6개월, 채유
용 콩은 3~5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영 정도는 밀이
4개월에 걸쳐 62.9%로 가장 많이 반영되는 반면 채유용 콩과 가공용 옥수수

는 3개월간 각각 46.9%, 31.0% 반영에 그쳤다. 이렇게 단기적인 반영 형태가
곡종별로 상이한 것은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에서의 저가 구매를 위한
경쟁 정도, 재고 관리의 용이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 원산지 다변화를 의미하는 수입량 점유율을  지수화한 변수의
추정치는 가공용 옥수수만 0.051로 수입국 다변화가 수입단가를 유의미하게

6

자세한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김종진·김지연(2016) “식용곡물 수입 결정요인 분석” 자료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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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7 제분용 밀 추정치는
0.101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채유용 콩은 –0.0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부호도 (-)로 도출되었다. 이는 밀의 경우 소비
자 기호 및 품질 이슈로 원산지 대체가 어렵고, 콩은 수출국이 미국과 브라
질 이외에 대안이 없으나, 옥수수는 수출국이 비교적 다양하고 전분당으로
가공될 경우 옥수수 원산지에 따른 품질차이가 거의 없다는 측면이 반영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 국제곡물가격의 수입단가 전이형태 분석 결과
설명변수
lag=3
lag=4
단기영향

Diff(log(선물가격))
lag=5
lag=6
log(수입단가)

lag=1

장기영향
log(선물가격)
수입 국다변화

HHI

lag=1

종속변수: Diff(log(수입단가))
밀
옥수수
0.107**
(0.044)

콩
0.155**
(0.064)

0.181***

0.103**

0.199***

(0.038)

(0.050)

(0.055)

0.251***

-0.009

0.115**

(0.043)

(0.048)

(0.048)

0.090*
(0.047)
-0.075***

0.216***
(0.047)
-0.095***

-0.094***

(0.025)

(0.028)

(0.026)

0.065***

0.088***

0.085***

(0.024)

(0.027)

(0.023)

0.101
(0.116)

0.051**
(0.026)

-0.012
(0.031)

주: (

)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7

원산지 다변화 변수는 곡물 국제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곡물을 구매하기 위한 원산지 다변화 노력을 더 많이 하며 이로 인한 회귀식에서의
역인과 관계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월 단위의 자료로 HHI를 계산
하지 않고 연 단위의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HHI를 계산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
시키고자 함. 월 단위의 HHI를 사용하고 시차변수 등을 도구변수로 2SLS나 GMM
등의 IV 추정량을 사용하는 방법도 시도되었으나 분석 결과는 개선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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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곡물 가공품 수요량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식용곡물 수입량 결정요인은 ARIMA-ADL(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8 전기
(    기) 수입량이 많을 경우 국내 곡물 가공량 및 소비량이 일정 수준 유

지되므로 당기( 기)의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AR항을 도입하였다.
곡종별 수입량 결정요인 분석 결과 식용곡물의 수입량은 국제곡물가격
수준보다는 가격 변동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기
곡물 수입량 10% 증가는 당기 제분용 밀 수입량을 8.4% 가량 감소시키며 채
유용 콩과 가공용 옥수수에서는 각각 5.8%, 3.3%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세 가지 곡물 모두에서 가격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입량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못하는 반면, 가격의 3개월 이동 표준편차로 측정된
가격의 변동성 증가는 제분용 밀과 채유용 콩의 수입량을 유의미하게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구매를 미루는
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가공용 옥수수는 음의 부호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도입 시점의 대미환율 및 소득수준도 수입량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율은 구입 시점의 환율을
고려하여 수입량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분석 결과 구매 시점보다는
도입시점(lag=0) 환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구입 당시
도입될 시점의 환율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입
시점의 소득수준은 가공용 옥수수 수입량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식별되었다. 통상적으로 해상운임은 수입단가의 10~20%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입량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식별되
지는 못하였다. 이는 수입단가를 결정하는 선물가격 수준과 같이 운임 수준
도 도입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8

자세한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김종진·김지연(2016) “식용곡물 수입 결정요인 분석” 자료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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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곡물 구매 형태가 선물시
장에 직접 참여하여 곡물과 운송서비스를 개별 구매하기보다는 입찰을 통해
운송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전체 가격(Cost & Freight)9을 기준으로 구매가 이
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식용곡물 수입량 결정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 (log(수입량))
설명변수

∆ (log(전기수입량))

제분용 밀
lag=1
lag=4

∆ log(선물가격))

-0.837***
(0.065)
0.214
(0.130)

lag=4
변동성

∆ (log(BPI))
통제
변수

주: (

9

lag=0

∆ (log(GNI))

lag=0

-0.579**
(0.279)
0.034
(0.247)

-1.572***
(0.609)
-0.826
(0.553)

-0.070
(0.049)

lag=5

∆ (log(환율))

-0.332***
(0.084)

-0.870**
(0.406)

lag=5
lag=4

채유용 콩

-0.145
(0.136)

lag=5

선물
가격

가공용 옥수수

-0.990***
(0.353)
0.501
(0.435)

0.086
(0.074)
-0.001
(0.038)
-0.600*
(0.312)
1.129**
(0.543)

-1.077**
(0.527)
0.220
(0.765)

)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운임포함조건: 판매자가 해상운임까지 포함하여 부담하는 가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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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관련 제도 및 절차

4.1. 수입 관련 제도
우리나라에서 밀, 옥수수, 콩 수입은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밀 수
입은 1990년 자유화되었으나 대두 및 옥수수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전
까지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여 왔다. 이후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옥수수와 콩은 관세화 전환 대상 품목이 되었다. 즉, 1994년 UR 협상이 타결
되면서 옥수수, 콩은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WTO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TRQ)에 대해 쿼터 내(in-quota)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옥수수, 콩의 쿼터 외 세율은 매우 높
으나 거의 대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TRQ 물량으로 수입된다.
<표 2-4> WTO 이행계획서(C/S)의 TRQ 물량 및 세율
최초(1995)
품목명

옥수수

사료용
팝콘용
전분
기타
분쇄물 및 조분

할당물량

최종(2004)

적용세율

할당물량

관세 감축(%)

적용세율
1.8%

6,102,100톤

3% 6,102,100톤
3.0%

압착, 플레이크 이외
대두(파쇄
여부 불문)

채유 및 사료용
식용

846,365톤
185,787톤

5%

846,365톤
185,787톤

5%

기준 연도

최종

365
700
251
365
181

328
630
226
328
163

186

167

541 or
1,062원/kg

480 or
956원/kg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2016. 10. 3.).

2016년 기준 제분용 밀은 1.8%의 관세가 적용되며 가공용 옥수수와 채유

용 대두의 쿼터 내 세율은 5%로 매우 낮다. 또한 FTA 등 양자 혹은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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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이 우선 적용되면 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으며, 옥수수와 콩의 경
우 정부는 수요자가 요청한 만큼 매년 TRQ를 증량시키며, TRQ 세율을 조정
한다.10 이는 수입된 곡물이 식품소재 산업으로 사용되면서 국내 식품물가에
큰 파급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분용 밀의 경우 88년도 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식품 고급화를 위한
밀가루 품질 다양화, 기술개발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제분업계의 산업경
쟁력을 촉진하고자 각종 규제의 자율화를 시작하였다. 1983년 7월 밀수입 추
천권이 농림수산부에서 한국제분공업협회로 위임되고 추천대상에 한국제분
공업협회뿐 아니라 제분사도 포함되었다. 1983년 9월에는 밀가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분 규제수율 77%와 생산규격고시를 폐지하였다. 또한 ｢양곡
관리법｣에 의해 시행된 밀가루 종류별, 등급별, ‘최고판매고시가격제’를 폐
지하였으며 1985년 7월에는 밀가루 수입이 수입제한품목에서 자동승인품목
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 1월 밀 수입이 수입추천대상품목에서 자동승인품목으로 변경됨으

로써 밀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제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1995년 1월에는 양곡가공업의 인허가 방식이
농림부장관의 허가제에서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1월에는 양곡제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합작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

써 제분 산업의 사업 여건이 여타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수입식물 검역 절차에서 밀, 옥수수, 콩은 건조식물에 해당하며 현장검역,
실험검역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현장소독 가능 여부에 따라 소독 후 합격증
발급 또는 폐기 및 반송 절차를 따른다. 이러한 검역에 따른 검사 소요일은
현장검역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는 검역 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
실험검역이 필요한 재식용, 생식물, 병해충 의심 건조식물 등은 최소 3일이
소요된다.

10

미국, 호주, 캐나다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밀과 할당관세율이 적용
되는 채유용 콩의 실행관세율은 2016년 현재 0%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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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수입식물 검역절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2016. 9. 28.).

수입곡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절차 이외에 식품의약안전처의 유
전자변형농산물 수입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1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다. 2015년 기준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 중 옥수수가 905만 톤(전체 수
입량 중 88%이며 이 중 700만 톤가량은 사료용임. 2015년 전체 유전자변
형 농산물은 1,030만 톤이 수입됨.11)으로 수입량의 거의 대부분이며, 대두
(103만 톤, 10%), 면실유(16만 톤, 1.6%), 카놀라(소량) 등도 수입되었다.

11

Corn, Oilseed, Soybean의 합. USDA, PSD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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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절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08).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절차 해설서.

정부는 식품소재와 최종 곡물 가공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의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대함에 따라 수입검역 및
수입승인 제도를 도입 혹은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및 강화는
식품안전이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매
우 큰 만큼 수입업체들과의 공감대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12

4.2. 수입절차 및 형태
제분용 밀 구매는 한국제분협회 가입업체 대부분이 지역별로 대규모 회
원사를 중심으로 매월 각 회원사의 밀 수입량을 취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동구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통상적으로 한국제분협회의 회원사는
미리 등록된 밀 공급업체에 대해 건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 응찰자
와 밀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렇게 구입된 밀은 수송의 안정성 확보와 규
12

수입업체들에게 검역 및 승인 절차의 문제점을 문의한 결과, 이러한 제도는 수
입을 지체시키거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나 수입곡물 관련 안전에 관한
문제가 사후에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현재 수준
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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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따른 운임 절약 및 안정화를 위해 한국제분협회에서 제공하는 장기용
선 계약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 물론, 일부 업체의 경우 단독 구매와 용
선을 통해 밀을 수입하기도 한다.
<그림 2-18> 밀 수입절차

자료: 한국제분협회(2011). 한국제분산업현황.

옥수수는 ｢양곡관리법｣에 의해 TRQ 물량 배정 자격을 가진 업체를 실수
요자로 규정하고, 각 협회는 배정된 TRQ 물량을 실수요자인 회원사를 대상
으로 선착순 배정한다. 식품 및 가공용 옥수수는 주로 경쟁입찰 방식을 이
용하며 회원사별로 공동 또는 개별로 구입한다. 운송에는 주로 대용량의 벌
크선이 사용되므로 중소규모 회사들이 단독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채유용 콩은 한국대두가공협회에서 수입추천권을 갖고 가공업체들에 선
착순 배분하며 수입권을 가진 회사가 직접 수입하는 구조이다. 채유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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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는 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C&F(Cost & Freight) 방식
이 이용되나 예외적인 경우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로 수입한
다. 물론, 일부 물량에 대해 선물계약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반면, 식용 콩은 국내외의 큰 가격차이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TRQ
물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정가격에 판매하고 판매수익
은 농안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귀속하는 구조로 수입된다.

5. 소결
밀, 옥수수, 콩 수입액은 국내 쌀, 양돈 산업 생산액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식품제조업 및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
로 우리나라는 매년 제분용 밀 227만 톤, 가공용 옥수수 204만 톤, 채유용
콩 9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식용곡물 수입단가는 국제곡물가격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전이되며 수
입국 다변화는 가공용 옥수수에서만 유의미하게 수입단가를 낮추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식용곡물의 수입량은 국제곡물가격의 수준보다는 변동성
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 변동성 위험관리가 안정적 수입물량
확보의 주요 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제분용 밀은 1.8%의 관세가 적용되며 가공용 옥수수와 채

유용 대두의 쿼터 내 세율은 5%로 매우 낮으며 실수요자 선착순 배정으로
매년 TRQ를 증량시켜 왔다. 이러한 낮은 기본 관세율에 더하여 밀, 옥수수
는 주요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실행관세율인 FTA관세율
은 더욱 낮아진다. 또한 채유용 콩도 실행관세율은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2016년 현재 0%이다. 이는 가공용곡물이 식품소재로 사용되면서 국내 식

품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이 크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즉,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곡물 수입단가를 낮게 유지하고자 수입량에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고 관세율도 최소화하고 있다.

시장 경쟁평가 관련 지표 분석

본 장에서는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이론
적 배경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 사용될 구조 및 성과 평가지표 중 계량분석
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비교적
단순하게 도출될 수 있는 지표들을 결합하여 제4장에서 본격적인 산업구조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의 이론적 배경

1.1. 개요
시장구조, 시장행위 및 시장성과 분석을 통한 시장 경쟁상황 분석에 관
한 연구는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산업조직론의 발전과 함께 하여왔
다. 1950년대 하버드학파(Harvard School)가 시장구조를 강조하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가 시장구조와 함
께 시장행위, 잠재적 경쟁압력의 중요성 등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내 경쟁 정도를 측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의 학설들은 신고전학파의 가
격이론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시장성과를 유인하는 요인에 시
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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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학파 이론은 시장구조가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결정하고 시장행위
에 의해 시장성과가 결정된다는 SCP(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분
석에 기초를 두고 시장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산업조직론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SCP 분석 방법론은 Bain(1956)의 연구로 확립되었으며 높은 시
장집중도(시장구조)가 경쟁 제한적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통해 사회 후생감
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의 경제학자들은 시장구조가 시장
행위와 시장성과를 결정함으로써 시장집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의 인수합병을 엄격히 규제하고 독과점기업의 분할 등 적극적 정부의 시장
간섭 및 역할을 지지한다. 하버드학파는 주로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산업 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ln         ln        .

여기서  은 혹은 기업의 이윤율,  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변수
로  (Herfindahl-Hirschman index),  등이 사용되며,  는 수요탄력
성 등의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들 벡터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을 바
탕으로 한 하버드학파의 논의는 명시적 시장행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시
장구조가 시장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반면,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산업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시카
고학파는 불완전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진입장벽, 매몰비용 등 잠재적 경쟁
압력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성과가 발생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시
카고학파의 효율성 원리(efficiency doctrine)는 잠재적 진입자에 의한 경쟁
압력으로 과점 등의 불완전 구조하에서도 시장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Baumol의 경합성 이론(contestability theory)은 매몰비용
(sunk cost)이 적을 경우 경쟁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SCP 관점에 비판적인 신오스트리아학파(Neo-Austrian School)는 현실에

나타나는 가격체계를 동태적 불균형 과정(dynamic disequilibrium process)
으로 이해하며 소비자나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모니터링 압력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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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집중도하에서도 시장효율성 달성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
각에서 시카고학파와 신오스트리아학파는 인위적인 시장구조를 유도하는
정부규제를 반대하였다.
시카고학파 관점의 시장 경쟁평가 연구는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으로부터 도출된 다음의 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 식에서  는 가격,  는



로
  


산업의 평균한계비용,  는

     로  기업의 시장반응 탄력성(        , market- response





elasticity, 추측 탄력성(conjectural elasticity)이라고도 함)의 산업평균을 각

각 나타낸다. 추측된 변화(conjectural variation= 

   )를 시장지배력의

≠ 





정도(가격이 한계비용으로부터의 괴리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를 캘리브레이션(Suzuki 1994 등)이나 구조모형에 바탕을 둔 회귀분석

(Appelbaum 1982; Bresnahan 1982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시카고학파의 관점에서 시장 경쟁현황을 분석하고자 한 NEIO(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실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Iwata 1974; Bresnahan 1981; Appelbaum 1982).
즉, 게임이론 등 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제시된 결과를 다양한 계량경제학
적 방법론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시장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농업 부문에 적용된 NEIO는 농가, 가공업자,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
지는 가치사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전후방 산업 간의 과점구조
(oligopoly와 oligopsony)로 인한 후생 손실을 분석(Kaiser and Suzuki 2006)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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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장획정
특정 시장에 대한 구조 및 성과 평가는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는 시장획
정(market definition)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산업의 생산물
이 거래되며 동일 시장에서 여타 산업의 생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만큼 구
조 및 성과 분석은 산업이 아닌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시장점유율
(집중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충분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서로 다른 시

장으로 획정할 경우 시장 경쟁상황을 저평가하게 되므로 정확한 시장의 경
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한다.
시장획정은 경쟁법 적용을 위한 인수합병 심사, 반독점 관련 소송, 사전
규제 적용 등을 위한 시장 경쟁현황 평가 사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관련 예로, 독과점 논란으로 촉발된 2005년 하이트맥주(주)
의 진로 인수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소주와 맥주가 같은 시
장으로 획정되는가가 주요 이슈였다. 또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가 같은 시
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가는 통신 사업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규제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김희수·강인규 2010).
시장획정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집합이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하
는 것으로 상품 혹은 상품집합 간의 대체가능성 파악을 통해 실질적 경쟁
압력이 작용하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획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수일(2009)은 하나의 시장은 “가상적인 독점사업자 혹
은 카르텔이 경쟁가격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유지할
수 있는, 즉 시장력(market 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품군 또는
지리적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13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시장획
정 관련 규정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
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으로 규정하
13

이수일. 2009.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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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실제 시장획정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가상적 독점기업 검정
(hypothetical monopolist test)’이 주로 사용되는데 가상적 독점기업 검정은

수요 및 공급대체성의 판단을 위한 것으로 “하나의 상품시장은 가상적 독
점기업이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상승(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을 시도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상품집합”으로 정의된다(김희수 외 2004: 12). 가상적 독점기업 검정은 시
장획정을 위한 개념적 틀로 실제 가상적 독점기업 검정은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대체 탄력성을 추정하거나 가격인상에 대한 가
상적 독점사업자의 손실률과 실제 손실률을 비교하는 임계매출손실률 검
정(critical sales loss)을 주로 이용한다.
<그림 3-1> 가상적 독점기업 검정을 통한 시장획정 과정

자료: OPTA(2007)의 그림을 일부 수정한 이상규(2013)의 그림을 재인용.

40 시장 경쟁평가 관련 지표 분석

1.3. 경쟁현황 평가지표
SCP 관점에서의 시장 경쟁현황 분석은 시장의 구조지표를 중심으로 경

쟁상황을 평가하나 구조, 행위, 성과 간의 순환구조 혹은 내생성에 관한 시
카고학파 등의 논의를 반영할 경우 시장구조뿐만 아니라 행위 및 성과 지
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는 계측 가능한 양적지표에 더하여 정성적 정보를 포함하여 판단하
게 된다.
시장구조는 완전경쟁, 과점, 독점 등의 공급자 수 및 규모와 이러한 공급
자 수와 규모의 안정성을 의미하며 관련 지표로는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등이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쟁 법에서 시장구조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은 1위 사업자 점유율(CR1)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 합
계(CR3)가 75% 이상인 시장의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경쟁제한 이슈가 있는 인수합병 심사에서  를
주요 지표로 고려하고 있다(이재형 외 2013). 시장집중도는 상위 개 사업자




점유율(  



 

) 이나  ( 

 )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는

필요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값
선정의 자의성, 사업자 규모의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통해 계산
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장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나 필요정보
가 많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진입 및 퇴출장벽(entry and exit barriers)은 잠
재적 경쟁압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규모의 경제, 필요 자본량, 매몰비
용, 유휴설비규모, 절대적 비용우위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기
업의 규모 증대에 따른 비용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검증방법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 기업규모를 의
미하는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로 중위점 기업규모, 대규모
기업규모를 주로 사용한다. 매몰비용은 퇴출 시 회수될 수 없는 투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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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큰 매몰비용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설비가동률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휴설비규모는 신규 기업진입 시 기존 기업이 약
탈적 가격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은 진입 시 이를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지표 이외에도 수직 및 수평 결합
여부는 여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전이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구
조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 파악에 더
하여 구매 대응력을 나타내는 소비자 혹은 전방산업 측면의 시장구조 파악
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방 산업 구조가 독과점 형태일 경우 비록 해
당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를 지녔다고 해도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 독점력으
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방 산업 혹은
소비자 측면의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소비자 대응력은 전방 산업의 시장구
조, 소비자단체 영향력, 정보공개 정도 등의 지표들이 이용될 수 있다.
시장행위는 실제 시장 내 기업의 경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결정
행동, 광고경쟁, 판매전략, R&D 투자, 제품차별화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
될 수 있다.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가격설정 능력을 보유하며 경
쟁자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을 설정하는 약탈
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이나, 원가 상승요인은 충분히 혹은 재빠르
게 가격에 반영하나 원가 하락요인은 불완전하게 혹은 느리게 가격에 반영
하는 비대칭적 가격설정 등 지배력 남용 행위를 할 여지가 존재한다. 가격
전이의 비대칭성 검정은 주로 농산물 및 유류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비대칭적 가격전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완전한 시장경쟁이 원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경쟁, R&D 투자, 제품차별화 등도 기업의 행
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쟁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주로 시
장 내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광고비용이 증가하며 제품차별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R&D 투자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은 R&D 투자와 시
장경쟁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나, R&D 투자 증대
는 적어도 장기적인 경쟁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실제
행위는 추측 탄력성(conjectural variation)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앞 절에
서 소개된 NEIO는 다양한 추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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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과는 시장 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원가에 근접하는 가격
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켰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기준이 되는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기업은 정상이윤(normal profit) 수준으로 생산·판매함으
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시장성과는 주로 수익률(rate of return),
가격비용 마진(price-cost margin), 효율성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수익률은 회계자료를 통해 입수 가능한 영업이익률, 세전수익률을 나타내는
EBIT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and Amortization) 등의 지표가 흔히

사용된다. 산업 혹은 기업의 효율성은 R&D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혹은
외부 기술의 도입을 통해 생산과정에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생산함수를 얼마
나 이동시켰는가를 측정하는 생산성과 주어진 기술수준하에서 자원배분의
효율화, 외부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실제 생산량이 잠재적 최대 생산량에 얼
마나 근접하는가로 측정되는 기술효율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생산성은 노
동, 자본 등의 요소생산성과 함께 투입요소의 생산에 대한 기여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술혁신 등의 기여분을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으로 측정한다. 기술효율성은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과 실제 생산량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술효율성 지수의 분포에 대한 가정
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SFM(Stochastic Frontier Model, 확율변경모형)이나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생산가능변경을 계산하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1.4.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절차
시카고학파가 기존의 시장구조에 더하여 행위와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
한 이후 경쟁현황 평가는 시장구조, 시장행위 및 시장성과에 대한 개별지
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시장구조(CR1, CR3)를 1차적 판단근거로 사용
하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경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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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획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의 구조, 행위, 성과의 순환
적인 인과관계와 내생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그림 3-2> 산업구조 및 성과 평가 개념도

2. 수입곡물 관련 산업에서의 가격전이 분석

경제학에서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불완전한 시장
경쟁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여부가 시장의 구조 및 성과
평가에서 행위 및 성과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가격전이의 비대칭성이
발견될 경우 시장경쟁의 불완전성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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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주요 수입곡물의 품목별 가치사슬을 검토하여 1, 2차 가공 산업
과 최종소비단계로 범위를 설정하여 각 단계에서의 가격전이 형태를 분석
하였다.

2.1. 주요 수입곡물의 가치사슬 검토
제분용 밀은 제분업체를 통해 수입되며, 제분공장을 거쳐 밀가루로 1차
가공된 후 제면, 제빵, 제과업체 등의 대량 실수요처로 공급되거나, 도매상
및 소매업체를 거쳐 외식업체 및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2013년 산업
연관표의 투입산출표(수입거래표)에 따르면 떡·빵·과자류와 면류(국수·라
면) 산업이 제분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재로 사용하는 비중은 각각
14.1%, 5.8%였다. 또한 제분 산업 생산물이 민간소비지출(개인 소비자)과

일반음식점으로 공급되는 비중은 각각 5.6%, 5.7%로 나타났다.
<그림 3-3> 수입 밀의 가치사슬

주: 한국은행(2013)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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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 밀가루 소비(판매)실적은 B2B로 거래되는 제면용이 전체의
37.8%, 제빵용이 15.8%, 제과용이 10.2%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며 가정

용과 요식업소용으로 직접 소비되는 비중은 각각 7.3%, 8.1%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여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매용인 가정용 및 요

식업소용과 수출용을 제외한 2차 가공 산업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8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림 3-4> 밀가루 소비(판매)실적 비중(2008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전분 및 당류 산업은 전분, 전분당(과당, 물엿, 포도당 등), 당알코올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식품소재 산업이며, 생산물은 제과, 제빵, 제면 등의 식
품 산업뿐만 아니라 섬유, 제지,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산업연
관표의 투입산출표(수입거래표)에 따르면 전분 및 당류 산업 생산물이 민
간소비지출(소비자)과 일반음식점으로 공급되는 비중은 각각 8.6%, 4.7%
14

밀가루 판매실적 자료는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의 부족으로 2008년 기준 자료
를 사용하였으나 제분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다만, B2C 거래로 공급되는 가정용 및 요식업소용 비중에는 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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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면류(국수·라면) 산업이 전분 및 당류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재
로 사용하는 비중은 29.9%로 나타난다.
<그림 3-5> 수입 옥수수의 가치사슬

주: 한국은행(2013)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국내 대두유 산업은 원료인 콩을 직접 수입하여 착유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콩기름(조유)을 수입하여 정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별된
다. 2013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수입거래표)에 따르면 식용유지 산업
생산물이 민간소비지출(소비자)과 일반음식점으로 공급되는 비중은 각각
8.3%, 4.1%였으며, 면류(국수·라면) 산업이 식용유지 산업의 생산물을 중

간투입재로 사용하는 비중은 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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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입 콩의 가치사슬

주: 한국은행(2013)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2.2. 가격전이 분석
식용곡물의 가격전이 분석은 장기적인 균형관계(공적분 관계)에 비대칭
성을 허용하는 비선형 ARDL 모형(Nonlinear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을 이용하였다. 비선형 ARDL 모형은 장기적 균형관계를 나타

내는 공적분 벡터(cointegration vector)의 비선형성을 허용하여 설정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장기 및 단기적인 가격전이 형태를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비대칭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절의 분석은 Shin et al.(2014)의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15

15

자세한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김종진·승준호(2016) “식용 수입곡물의 국내물가 영향 분석” 논문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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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와  는 1차 적분된 I(1) 변수들이며,        로 외생
변수  증가 시의 누적합(  )과 감소 시의 누적합(  )으로 분리되어 공적분
관계의 비대칭성을 허용되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상승 및 하락 시 장기적인
수렴관계를 의미하는 공적분 계수는 각각    ,    로 계산되며  는 오차수
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장기균형 이탈 시의 수렴속도를 의미한다. 비대칭
적 공적분 관계, 즉 장기 비대칭성에 대한 검정은 Banerjee et al.(1998)에서
제시된 t-검정(   )과 Pesaran et al.(2001)의 F-검정(  )을 적용하였으며
단기효과에 대한 비대칭성은 총 단기효과를 검정(    ∑    ∑   )하였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은 통상적인 Wald 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각 식용곡물의 수입단가, 곡물 가공품의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
가지수의 200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월간 자료이다. 다만, 곡물 수입
단가는 해당 월의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업체들의 매월
수입량은 일정하지 않은 반면 가공품의 수요가 비교적 일정하여 가공업체들
은 재고조정 등을 통해 생산량은 비교적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 사용한 수입단가가 해당 월에 사용된 원료 곡물의 원가를 모두 반
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수입곡물의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가격전이 분석에 더하여 각각의 가공
단계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이 발생하
는 지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ⅰ) 수입단가와 최종 가공
품의 소비자물가지수(가치사슬 전체), ⅱ) 1차 가공 산업(수입단가 → 1차
가공품 PPI), ⅲ)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1차 가공품 PPI → 2차 가공
품 CPI)으로 분리하여 각 단계에서의 가격전이 형태를 추정하였다.

2.2.1. 제분용 밀
제분업에서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까지 밀가루 PPI(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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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dex, 생산자물가지수) 추이는 제분용 밀 수입단가를 비교적 잘 반

영하였으나 이후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을 반영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차 가공품인 빵과 국수의 CPI(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는 밀가루 PPI 상승 시에만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 비대칭적으로 가격이 전이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7> 제분용 밀 수입가격과 가공식품 물가 추이
<1차 가공 산업>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제분업에서의 가격전이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는 우선, 수입 밀 관련 가
공품 원가 변동의 단기적 영향이 원가 변동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
두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밀가루 PPI → 밀가루 CPI’에서만 대칭성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6 이를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원가 상승요인이 하락요인에 비해 크고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며,
소매 부문을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밀 수입단가에서 밀가루
CPI로의 가격전이는 단기적으로 수입단가 10% 상승 시 2개월 이내에 밀가

루 CPI가 4.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하락 시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
는 모습이다. 제분 산업에서의 가격전이도 수입단가 10% 상승 시에는 1개
월 이내에 밀가루 PPI가 4.4% 상승하나 하락 시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에서도 밀가루 PPI 상승 시는
16

자세한 추정 결과는 <부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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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최종 생산물의 가격(CPI)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하락 시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3-8> 제분용 밀 가격전이 분석: 단기효과

주: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부
문의 ‘밀가루 PPI → 밀가루 CPI’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대칭성이 검증되지 않음.

제분용 밀 관련 상품의 장기적 가격전이 형태 분석에서도 ‘밀가루 PPI
→ 밀가루 CPI’에서만 비대칭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

으며 1차 가공 산업인 제분 산업에서의 장기적 가격전이 형태는 수입단가
10% 상승 시에는 밀가루 PPI가 4.0% 상승하나 10% 하락 시에는 밀가루
PPI가 3.0%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전이가 비대

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 가공품인 빵과 국수도 밀가
루 PPI 변동에 대해 상승 시의 반영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어 비대칭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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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제분용 밀 가격전이 분석: 장기효과

주: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부
문의 ‘밀가루 PPI → 밀가루 CPI’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대칭성이 검증되지 않음.

2.2.2. 가공용 옥수수
전분당 산업의 생산물인 전분, 과당 및 물엿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원가
변동요인이 충분히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반영하는 계단식 추이를 보이나
제분업에서와 같이 2013년 이후의 수입단가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는 모습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가공용 옥수수 수입단가 변동성에 비해 변
동성이 매우 작았다.
<그림 3-10> 가공용 옥수수 수입가격과 가공식품 물가 추이
<1차 가공 산업>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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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부문의 가격전이를 나타내는 물엿 PPI에서 CPI로의 가격전이는
PPI 상승 시는 비교적 잘 반영되나 하락 시는 반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계속적인 상승추이가 이어져 2014년의 PPI 하
락분이 반영되지 않는 형태를 보였다.
전분당 전체 가치사슬(수입단가 → 물엿 CPI)에서의 단기적인 가격전이
는 1개월 이내에 수입단가 10% 상승 및 하락 시에 각각 0.9%, 0.8%가 전
이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7 1차 가공 산업에서의 가격은 모든 품목에서
가격 상승 시보다 하락 시가 더 빠르고 크게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나 ‘수입
단가 → 전분 PPI’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이 검증되었다. 또
한 모든 단계와 품목에서 상승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격전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나 하락 시에는 전체 가치사슬(수입단가 → 물엿 CPI)에
서만 유의미한 가격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공용 옥수수의 장기 가격전이는 모든 품목과 가공단계에서 비대칭적
인 모습을 보이며 ‘물엿 PPI → 물엿 CPI’를 제외한 모든 결과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단가에서 전분,
과당, 물엿의 PPI로의 가격전이는 상승 시에 각각 30.6%, 25.5%, 31.1%가
전이되는 반면, 하락 시는 각각 15.1%, 16.0%, 21.2%만이 전이되어 양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매 부문에서 가격전이는 상승
시에는 145.9%가 하락 시에는 105.1%가 각각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하
락 시의 가격전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체 가치사슬
에서도 상승 시가 하락 시보다 약 2배 더 큰 양의 비대칭성을 보이며,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이 검증되었다.

17

자세한 추정 결과는 <부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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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가공용 옥수수 가격전이 분석: 단기효과

주: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1차 가공 산업의 ‘수입단가
→ 전분 PPI’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대칭성이 검증됨.

<그림 3-12> 가공용 옥수수 가격전이 분석: 장기효과

주: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인 ‘물엿 PPI → 물엿 CPI’를 제외한 모든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이 검증됨.

2.2.3. 채유용 콩
채유용 콩 수입단가에서 콩기름 생산자물가지수로의 가격전이는 특히
2007~2008년 수입단가 급등 이후부터는 수입단가 상승 시에만 반영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에서와 같이 2013년 하반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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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수입단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채유용 콩 수입단가 변동
성은 콩기름 PPI에 비해 변동성이 훨씬 큰데, 이는 채유 산업을 거치면서
원료 가격 변동성이 크게 완화되어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유업
체들이 일시적 원가변동을 흡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13> 채유용 콩 수입가격과 가공식품 물가 추이
<1차 가공 산업>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소매 부문에서의 가격전이를 볼 수 있는 콩기름 PPI와 식용유 CPI 추이
는 서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식용유 CPI가 오히려 더 큰 변동성
을 나타내었다. 식용유 CPI의 큰 변동성은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잦
은 할인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채유용 콩에서 식용유로의 단기적 가격전이도 1차 가공 산업, 2차 가공
및 소매 부문 모두에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였다.18 1차 가공 산업, 2차
가공 및 소매 부문, 전체 가치 사슬에서 가격전이는 원가 상승 시에는 1개
월 이내에 각각 14.8%, 75.8%, 18.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이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하락 시에는 6.4%, 13.9%, -6.2% 전이되는 모습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18

자세한 추정 결과는 <부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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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채유용 콩 가격전이 분석: 단기효과

주: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부
문과 전체 가치사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이 검증됨.

채유용 콩의 장기적 가격전이는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대칭성이 검증되었다. 1차 가공 산업, 2차 가공 및 소매 부문, 전체 가치
사슬에서 장기적인 가격전이는 원가 상승 시에는 상승분의 36.1%, 67.3%,
29.1%가 반영된 반면, 하락 시는 각각 21.2%, 42.7%, 10.0%가 반영되며 하

락 시의 1차 가공 산업 및 전체 가치사슬에서의 가격전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그림 3-15> 채유용 콩 가격전이 분석: 장기효과

주: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이 검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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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용곡물 가공 산업 생산성 분석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유인
이 강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쟁이 활성화된 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산
업에 비해 통상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며, 따라서 산업의 평균 생산
성은 시장경쟁상황 평가에서 성과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제
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한 후 이를 식료품 산업 및 제조
업 전체 생산성 수준과 비교한다.

3.1. 개요 및 분석 모형
총생산액에서 자본, 노동 및 중간 투입재의 기여분을 제외한 기업 혹은
산업의 생산성은 시장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R&D 투
자, 신기술 도입, 직원 교육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상당
한 만큼 이러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시장
의 경쟁압력이 기업들의 R&D 투자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촉진한
다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
산성은 시장성과가 좋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시장경쟁이 충분할 경우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어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
우 낮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산업의 평균 생산
성은 주요 시장성과 지표로 취급될 수 있다.
본 절의 식용곡물 가공 산업 생산성 분석은 생산함수 추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Olley and Pakes(1996)와
Levinsohn and Petrin(2003, LP모형)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19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은 통상적으로 산업 수준의 생산함수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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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본과 노동 및 중간 투입재의 총생산물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하고
총생산액에서 이러한 생산요소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추정치를 사용한다. Olley and
Pakes(1996)와 Levinsohn and Petrin(2003)은 투자 혹은 중간투입재를 생산

성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내생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Levinsohn and Petrin(2003) 연구는 생산함수 추정에서 다음과 같이 중간

투입물을 생산성의 대리변수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생산함수:            
위 식에서  ,  ,  ,  는 각각  기업의  기 부가가치 생산액, 노동
고용량, 자본고용량, 중간투입재 사용량을 의미하며  ‧ 는 생산성을 나타
낸다. 생산성을 의미하는 는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으나 개별기업은 해당
기업의 생산성 수준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소 고용량을 결정하기 때
문에 위의 추정식을 OLS로 추정할 경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Levinsohn
and Petrin(2003)은 위 식에서와 같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중간투입재의

함수로 설정하고 1단계에서 반모수적 회귀분석(semi-parametric regression)
을 통해  을 추정한 후  가 1계 마르코프 과정(first order Markov
process)을 따른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를 추정하는 2단계 추정법으로 생

산함수 추정에서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한다. 최종적으로 개별기업의 총요소
    
  
 로 계
생산성(TFP)은 생산함수의 추정치를 이용한 




 

 

산되며 산업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은 해당산업 개별 기업의 평균으로 계산
된다.
본 절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를 패

19

자세한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은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김종진·최선우(2016) “식료품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자료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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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는 1992년부터 이용
가능하나 이후 몇 번의 산업분류 조정에 따른 불일치성 문제에 더하여 최근
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분석기간을 주요 가공식품 원료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한 2007년(애그플레이션)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분석 결과
Levinsohn and Petrin(2003) 모형을 이용하여 식품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모든 생산함수의 추정에서 연도 더미를 추가하여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함수는 중
분류(2-digit) 산업 더미를 사용하여 산업효과를 통제하였다.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의 생산성 추정을 위한 생산함수의 추정은 식품 산업 전체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각 세부 산업의 생산성은 추정된 전체 식품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총요소생산성을 해당 세부 산업별로 평균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는 관심 산업인 제분, 전분당 및 착유 산업의 관측치 수가 작
아 통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개별 생산함수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3-1>은 식료품 제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비교를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 최소지승법),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생산함수와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추정된 생산함수 추정 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우선, 추정된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규모수익불변
(Constant Return to Scale: CRS)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LP모형을

기준으로 검정통계량이–0.123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어 식료품 제조업은
규모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체감하는 생산함수 형태를 갖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 그리고 전체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의 생산함수 추정 결과의 주요
차이점은 남성 노동의 기여율이 식료품 제조업이 작은데 비해 여성 노동의
기여율은 식료품 제조업이 크며, 자본기여율은 식료품 제조업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이는 식료품 제조업의 여성 고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체
제조업에 비해 영세하여 자본 장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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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생산함수 추정 결과
변수명
log(남자 종사자 수)
log(여자 종사자 수)
log(유형 자산)
연도 고정효과
산업 고정효과(중분류)


관측치 수
CRS 검정

OLS 모형
0.729***

식료품 제조업
고정효과모형
0.285***

LP 모형
0.506***

전체 제조업
LP 모형
0.619***

(0.014)

(0.027)

(0.035)

(0.010)

0.186***

0.174***

0.148***

0.120***

(0.009)

(0.021)

(0.020)

(0.005)

0.225***
(0.009)
Yes
No

0.081***
(0.018)
Yes
No

0.221***
(0.060)
Yes
No

0.149***
(0.014)
Yes
Yes

0.472

0.441

-

-

13,682
0.130***
(0.012)

13,682
-0.460***
(0.035)

8,699
-0.123***
(0.076)

86,805
-0.113***
(0.01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LP모형의 생산성 대리변수는 연료비와 전력비를 사용함. 식료품 제조업 분석
LP모형의 관측치 수가 감소한 것은 생산성 계산에 시차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임.

식료품 제조업 전체의 평균 TFP는 4.24로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개별기업
당 연 6,900만 원(=exp(4.24))이 투입 노동이나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총
요소생산성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제조업 전체 평균인 4.39(8,100만 원)
보다 3.5%(16.2%) 작은 것으로 식료품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이 여타 제조업 생산성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료품 제조업 내에서도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는데 ‘낙농제품 및 식용빙
과류 제조업’과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료품 제조업’의 TFP가 모두 4.66으
로 여타 식료품 제조업에 비해 크게 계산되었다. 반면,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및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TFP는 모두 4.20(6,700만 원) 이하로 여타 제조업에 비해 낮게
계산되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대부분 기술효율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노동 및 자본 이외의 고려되지 않은 생산요소(인적자본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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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식료품 제조업 생산성 비교

<표 3-2>는 본 연구의 관심 산업인 제분업, 전분당 산업 및 식용유 제조

업의 TFP를 계산한 것으로 제분업 및 전분당 산업의 TFP는 4.5를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어 본 연구의 관심 산업 분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심 산업을 포함
한 세세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된 TFP는 ‘전분제품 및 당
류 제조업’이 세 산업 중 가장 큰 4.71로 계산되었으며, ‘곡물 제분업’이
4.60, ‘식물성 유지 제조업’이 3.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수입곡물 가공 산업 총요소생산성 추정 결과
구분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곡물 제분업

160

4.60

1.52

-5.58

6.71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17

4.71

1.54

-4.73

7.40

99

3.96

2.08

-4.10

6.83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 산업과 여타 산업을 비교할 경우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과
‘곡물 제분업’의 TFP는 전체 ‘식료품 제조업’ 및 전체 제조업에 비해서 크

게 계산되었다. 다만, ‘식물성 유지 제조업’는 전체 ‘식료품 제조업’ 및 전
체 제조업에 비해서 작게 계산되는데 이는 참기름 제조 등 대두 착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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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7> 수입곡물 가공 산업 총요소생산성 추정 결과

4. 식용곡물 가공 산업 시장지배력 추정

본 절은 NEIO(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인 제분, 전분당 및 대두유 가공
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 계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산업 혹은 시장에서 특
정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여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경우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어 시장지배력 보유 기업 여부가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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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요 및 분석 모형
실제 기업의 행위를 측정하고자하는 연구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
유도된 공급관계식20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증대
에 대한 여타 기업의 대응 정도를 나타내는 추측된 변화(conjectural variation)
를 추정한다. 개별 기업이 시장 내에서 직면하는 경쟁압력을 직접 추정하
고자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게임이론 등의 이론모형에서 제시된 결과를 특
정 시장에 대하여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측된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NEIO로 통칭된다.
NEIO에서 산업 내 기업의 행위 및 시장지배력을 추정하는 방법은 생산

이론접근법(production theoretic approach, Applebaum 1982)과 통상식별법
(general identification method, Just and Chern 1980; Bresnahan 1982; Lau
1982)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Sheldon and Sperling 2003). 생산이론접근

법은 산업수준의 비용함수와 생산함수의 쌍대원리(principle of duality)를
통해 기업의 공급관계식을 유도하는 반면, 통상식별법은 시장지배력 계수
(coefficient of market power)가 산업 수준의 가격, 생산량 및 외생적인 수

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사용한 이윤극대화의 비교정태분석
을 통해 식별하는 방법이다(Sheldon and Sperling 2003).
본 절에서는 산업 수준의 거래량 및 가격과 외생적인 수요 및 공급 관련
변수들을 사용하여 산업 차원의 이윤 최적화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시장지
배력 계수를 식별하는 통상식별법을 사용하여 시장지배력 계수를 추정하
였다.21 생산이론접근법은 개별기업 혹은 산업 차원에서의 요소투입량 자
료를 필요로 하나 분석대상 산업 부문의 회계분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
20

21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과점 및 독점 시장의 기업들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한계비
용과 한계수입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한계비용과 평균비
용이 같아져 산업 내 모든 기업의 공급량을 단순 합계한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공급곡선과 같이 표현되지 않음.
자세한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은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김
종진·임권택(2016) “식용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자료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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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회계보고서는 1년 단위로 작성되어 계량분석을
위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통상식별법은 외생적 충격에 대한 균형 가격과 수량의 반응으로 시장지배
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외생적 충격을 나타내는 대체 혹은 보완재의 식별
이 중요하다.
통상식별법에 의한 시장지배력 계수의 식별 및 추정은 아래의 이윤극대
화를 통해 유도된 식인 산업 차원의 공급관계(supply relation)로부터 시작된다.
공급관계:         
단,  , 는 생산물의 가격과 산업 총생산량을 의미하며 ‧ 는 한계비
용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 는 한계수입을 나타내고    ‧ 는 기
업들에게 인지된(perceived) 한계수입을 의미하며 는 투입재 가격을 나타
낸다. 그리고 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demand shifter)로  ‧ 에 포
함되는데 이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계수입 결정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 는 시장지배력 계수로 완전경쟁 시장일 경우 0, 완전한 카
르텔이나 독점일 경우 1의 값을 갖게 된다. Bresnahan(1982)은 아래와 같이
대체재 혹은 보완재를 사용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를 식별할 수 있는 방
안을 고안하였다.
수요함수:           
여기서 과 는 수요함수를 이동시키는 외생변수로 소득, 대체재 및
보완재 가격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교차항인  는 시장지배력 계수인 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 한계비용을       와 같이 설정하면 산

업차원의 공급관계식은          로 표현된다. 통
  
상식별법에 의한 시장지배력 여부의 판단은 이상의 수요함수와 공급관계
식의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여     (완전경쟁 시장 검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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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시장 검증)을 검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산업 생산량과 투입재 가격 자료는 관세청에서 발표하
는 곡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분용 밀 수입량, 가공용
옥수수 수입량 및 채유용 콩 수입량과 대두유 수입량의 합이 각 산업의 생
산량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가격자료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를 사용하였으며 대상기간이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분기
자료이다. 또한 쌀, 정제당 생산자물가지수 및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수요영향 변수, 이자율은 수요함수 추정에서 도구

변수로 사용되었다.

4.2. 분석 결과
Bresnahan(1982) 모형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계수( ) 식별에는 유의미한

대체재 혹은 보완재가 식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지배력 계수 추정을
위한 본 연구는 해당 재화의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대체 혹은 보완재를 찾
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수요함수 추정에서 설명변수로 도입되는 해당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곡
선이 교차하는 즉,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수요함수의 식별을 위해서는 수요량을 결정하는 해당 상품의 가격, 소득수
준, 대체 및 보완재 가격에 더하여 공급함수를 이동시키는 정보(demand shifter)
가 요구된다. 수요함수 추정에서의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공급량 결정요
인인 곡물 수입단가와 이자율에 더하여 추세 및 더미변수(2007년 이후=1)
를 도구변수로 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일반적률추정
법)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밀가루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전분당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이 –1.31
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으며 밀가루와 대두유는 –0.37로 동일하게 추정되
었다. GMM 추정 시 사용된 도구변수들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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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인 Hansen 검정 결과 검정치가 모두 유의미
하지 않아 사용된 도구변수들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밀가루의 경우
쌀이, 전분당의 경우 쌀과 원당이 대체재로 식별되었고 대두유의 경우 쌀
이 보완재로 식별되었으며 GDP는 모든 수요함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하게 양으로 추정되어 해당 상품이 정상재적 특성을 보였다.
<표 3-3> 수입곡물 수요함수 추정 결과
구분

상수항
log(밀가루 가격)

종속변수
log(밀가루 소비량)

log(전분당 소비량)

7.449***
(1.928)
-0.368**
(0.163)

log(대두유 소비량)

3.803
(3.950)

10.975***
(2.205)

-

-

log(전분당 가격)

-

-1.311***
(0.398)

log(대두유 가격)

-

-

0.435***
(0.151)
0.410***
(0.124)

0.642**
(0.292)
0.650**
(0.293)
0.875***
(0.159)

log(GDP)
log(쌀 가격)
log(원당 가격)

-

-0.368**
(0.141)
0.336**
(0.155)
-0.381**
(0.154)
-



0.081

0.215

0.274

Hansen 검정(p-값)

0.503

0.309

0.59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GMM 추정량을 사용하였으며 각 곡물의 수입단가, 전기 수입단가, 이자율, 추
세 및 곡물 국제가격이 급등한 2007년 이후를 1, 이전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도구변수로 하여 추정함.

시장지배력 계수는 수요함수와 공급관계식의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추정
되는데 <표 3-4>는 전분당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시장
지배력 계수(  )가 0.021로 5% 유의수준에서 0과 다르게 추정되어 전분당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평균 가격수준에
서 계산된 자기가격탄력성 및 대체탄력성이 각각 –1.441, 0.729로 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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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수요함수 결과와 대단히 유사하게 추정되어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전분당 시장지배력 추정 결과
수요함수
종속변수: log(전분당 소비량)
상수항: 
log(전분당 가격): 
log(GDP): 
log(원당 가격): 
log(원당 가격)×log(전분당 가격):




공급관계함수
종속변수: log(전분당 가격)
68.625***
(21.1949)
-13.914***
(4.8405)
0.345*
(0.1807)
-11.744**
(4.6655)
2.743***
(1.0284)
0.2248

6.597***
(0.7599)
-0.231***
(0.0529)
0.142***
(0.019)
0.021**
(0.0101)

상수항: 
log(전분당 소비량): 
log(수입단가): 
시장지배력 계수: 


0.752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대체재 가격으로 원당 가격이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 포함된 외생변수 이외에
옥수수 수입단가, 전기 옥수수 수입단가, 이자율, 추세 및 곡물 국제 가격이 급등한 2007년 이후를 1,
이전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도구변수로 하여 GMM으로 추정함. Hansen 검정의 p-값은 0.201로
계산됨.

반면, 밀가루 시장이나 대두유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 계수 식별을 위한
수요함수와 공급관계식의 연립방정식 모형추정은 분석 결과의 통계학적 유
의성이 담보되지 않아 생략하였다. 즉, 시장지배력 계수 이외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요함수의 추정치가 개별 수
요함수의 추정치와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장구
조 및 사업 환경이 전분당 시장과 유사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제분과 대
두유 시장도 전분당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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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1950년대 이후 시작된 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하

는 논의는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장구조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시장의 경
쟁압력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논의로 전환되었다. 즉, 시카고학
파와 신오스트리아학파의 논의의 핵심은 불완전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잠재
적 경쟁자, 구매자 대응력 및 소비자로부터의 모니터링 압력으로 좋은 시
장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시카고학파와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이러
한 논의에서 구매자 대응력과 소비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잠재적 압력정도
는 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주요지표로 사용되는데 이는 시장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및 공개범위가 시장성과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시장구조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시장성과의 개선에서 정보
의 공개 정도는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계량모형을 이용한 가격전이 분석에서 수입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채유용 콩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났다. 1차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에서도 장기 혹은 단기
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지배력 존재 이외 비대칭적
가격전이 발생 원인은 소비자의 합리적 탐색전략, 정보의 비대칭성, 재고비
용, 산업의 특수한 비용구조 등의 여타 원인이 언급되고 있다. 정량적인 비
대칭적 가격전이 원인의 검정이 분석모형 및 자료의 부족으로 수행될 수
없는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시장경쟁이 불충분한지를 검
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에서의 수입
단가가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는 추이를 보면 세 산업 모두 특히 2013년 이후
의 수입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는 정부의 물가관리정책 및 사회적 압력 등으로 가격 인상이 대단히 어려
운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기준가격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가격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석에 사용
된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할인, 사업체들의 세부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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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장은 관련 가격에 대한 언론보도22 등을 종합하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혹은 시장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생산성에 대한 추정 결과 수입곡
물 가공 산업의 생산성은 평균적인 전체 식료품 제조업 및 전체 제조업 생
산성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전체 식료품 제조업 및
전체 제조업의 평균 TFP에 비해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의 TFP는 각각
11.0%, 7.2%, ‘곡물 제분업’은 각각 8.5%, 4.7% 더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로 관심 산업을 정확하게 분리
하여 계산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산업분류체계 문제로 관심 산업
의 기업들을 정확히 분리할 수 없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수입곡물 가공 산
업의 생산성은 전체 제조업 및 식료품 제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대상 산업에 영세한 기업구조로
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밀 제분업, 옥수수
전분당 제조업 및 대두 착유 산업) 이외의 기업이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추
정된 TFP가 여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는 결과로 뒷받침될 수 있다.
NEIO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장지배력 계수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한 분

석에서 전분당 시장의 경우 시장지배력 계수가 유의미하게 0과 다르게 추
정되어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시장지
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전분당 시장의 경우도 시장지배력 계수의
추정치가 0.021로 작게 추정되어 시장지배력이 일부 존재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분과 대두유 시장도 전분당 시장과 매
우 유사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전분당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한국경제 2016년 8월 23일자 “재료값 하락에도 과자 값 인상 불가피?” 기사에
서 롯데제과에서 구매한 밀가루 가격은 2015년 상반기에 비해 4.7%, 유지류 가
격은 2014년에 비해 28% 하락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news1 2016년 5월 29
일자 “담배·소주 이어 또…說說 끓는 ‘라면가격 인상'” 기사에서 라면업계에
공급되는 밀가루의 가격이 2014년 대비 15% 하락하였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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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획정

산업별 시장 범위는 분석하고자 하는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에서 수
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지리적 경쟁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설정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경쟁현황 평가의 대상인 관련 시장은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인 제분 산업, 전분당 산업 및 콩 채유 산업의 생산물 시장이다. 이들
시장은 대체성이 고려될 수 있는 상품 및 지리적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여
정량적 방법의 가상적 독점기업 검정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러한 방법론이
의미하는 수요 및 공급 대체성, 지리적 시장통합 정도 및 잠재적 경쟁압력
을 정성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연구자원의 소요량에 비해
도출될 결론이 사전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다.
제분 산업의 생산물인 밀가루는 수입산 밀가루 및 국내산 밀로 제조되는 밀
가루를 포함하여 전국 단일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밀가루 수요함수 추정 결
과23 밀가루의 자기가격탄력성은–0.37, 소득탄력성은 0.44로 가격 및 소득 탄
력성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대체재에 대한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 쌀에 대
해서만 대체탄력성이 0.41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쌀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제분설비의 특수성 및 밀 수입 절

23

제3장 4절 내용<표 3-3> 참조.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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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등으로 쌀 생산설비가 용의하게 밀가루 생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제분공장들이 수도권(서울, 인천, 당진, 아산)과 영남지역(부산)
으로 입지하여 근거리 수요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나 원료반입의 편의성(항
구 부근)을 위해 운반비 등을 고려할 경우 전국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 밀가루 및 국내산 밀로 제조되는 밀가루도 용도, 품
질, 가격 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산과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 단일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나 밀가루 수입량 및 국내산 밀을 사용한 밀가루 생산량
이 작아 분석의 편의상 수입 밀가루 및 국내산 밀가루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
만, 최근 5개년(2011~2015년) 수입산 밀가루 소비량은 약 3만 톤으로 전체 소
비량의 1.6% 수준으로 미미하나, 밀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던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밀가루 수입량 비중은 4.0%에 달해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밀가루 소비용도 및 소비량 추이
<용도별 소비 비중>

<1인당 소비량 및 수입산 비중 추이>

주: 용도별 소비 비중은 2008년을 기준으로 작성됨. 2009년부터 가정용, 요식업소용 판매실적은 소비처별
판매실적 파악이 어려워 용도별(제면, 제과, 제빵용)로 구분.
자료: 한국제분협회(www.kofmia.org),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수입 옥수수를 이용하여 전분, 변성전분, 전분당류, 당알코올류를 생산하
는 전분 및 전분당 산업(이하 전분당 산업)은 수입산 옥수수전분을 포함하
여 전국 단일 전분당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전분당 산업은 옥수수를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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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전분, 변성전분, 전분당류(물엿, 과당, 포도당 등), 당알코올류를 생산
하는 대표적인 식품소재 산업으로 식품의 원료뿐만 아니라 제지, 섬유, 의
약, 화장품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전분당 제품 수요함수 추
정 결과 자기가격탄력성이–1.31, 소득탄력성이 0.64로 밀가루에 비해 가
격 및 소득탄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원당과 쌀에 대한 대체탄력
성이 각각 0.88, 0.65로 계산되었다.24 전분당은 음료, 가공식품, 요리 등에
서 단맛을 내는 용도로 원당과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원당가격이 전분당에
비해 훨씬 비싸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수준에서 실질적인 대체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25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밀 등을 이용한 전분은 대
부분 수입되는데 연간 수입량은 약 35만 7,000톤(2014년 기준)으로26 옥수
수 전분 국내 생산량 138만 2,000톤의 약 25.8%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용용
도, 가격 등 수요측면에서 옥수수전분과 대체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하여 제외하였다. 옥분용 옥수수 사용량은 약 연 8만 톤으로 전분용 옥수
수 사용량 206만 톤의 3.8%, 생산량 기준으로는 4.9%를 차지(2015년 기준
양정자료)하는데 생산설비가 상이하여 공급측면에서 대체성이 약하며 수
요측면에서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전분
은 재처리과정을 거쳐 물엿, 포도당, 과당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되나 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대체가 용이하다. 즉 특정 형태의 전분당 제품의 수익성
이 증가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량을 용이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국 단일 시
장으로 획정하였다.

24
25

26

제3장 4절 내용 <표 3-3> 참조.
수급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탕가격이 전분당 가격에 비해 저렴한 경우는
존재했음.
식품저널. 2015. 식품유통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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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옥수수 전분 처리내역 및 전분 사용용도
<전분 처리내역>

<전분 용도별 판매내역>

주: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대두유는 옥수수유, 채종유, 올리브유 등의 식물성 유지류를 포괄하는
전국 단일의 식물성 식용유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동물성 유지류는 1989년
공업용 우지 사건을 계기로 크게 위축되어 식용유지 시장의 90% 이상을
식물성 유지가 차지한다. 동물성 유지는 시장규모가 식물성 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사용 용도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대두유는 수입 콩을 채유 과정을 거쳐 대두유로 가공하는 경우와 대두유
원액(조유)을 수입하여 정제·가공하여 생산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국내에 공
급된다. 2015년 기준으로 44.4%인 20만 톤이 채유 과정을 거쳐 공급되며,
25만 톤은 수입 조유를 정제하여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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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유형별 대두유 공급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입가격은 대두유와 채종유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올리브유는 대두
유에 비해 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었다. 채종유는 가격이 대두유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전체 식물성 유지 수입량의 15.6%를 차지하여 대두유
와 직접적인 경쟁품목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식물성 유지류 수입 단가(2015년 기준)
단위: 달러/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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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식용유 수입 비중 및 추이
<식용유 수입 비중>

<식용유 수입 추이>
단위: 만 톤(좌축), 천 톤(우축)

주: 식용유 수입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됨. 대두유는 대두유 조유 수입량에 채유용 대두 수입량에
0.23을 곱한 값의 합으로 계산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밀가루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2.1. 시장의 연혁 및 개황
2.1.1. 산업 연혁
우리나라의 제분시설은 8·15 해방과 6·25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
었으나 1952년 대한제분주식회사 설립을 기점으로 시설 재건과 복구가 시
작되었다. 해방 후 남한에는 4개의 현대식 제분공장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시설 복구와 확장 등으로 1959년까지 22개 공장이 설립되었으
며, 1일 밀가루 생산능력은 4,700톤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 초반 쌀 증산으로 인한 밀가루 수요 감소와 미국의 밀 식량원

조 감소 및 기업 간의 판매 경쟁으로 제분 산업은 정체기로 들어선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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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률은 30% 미만으로 떨어져 동 기간 타 산업의 성장과는 다른 모
습을 보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제분 산업의 성장기
로 1일 밀가루 생산능력이 6,933톤까지 증가하였다. 1971년까지 국내 양곡
생산 부진과 제면 및 제빵 식품 산업의 성장으로 제분공장 가동률이 1967
년 48%에서 1972년에는 94%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1972년 제분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업계 내에서 24개 공장
중 5개 공장을 자체 흡수하여 생산능력을 줄였으나 노후시설의 보수로 1일
생산능력은 7,000톤을 상회하였다. 이후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여 국내 도입량이 감소함으로써 제분업계의 불황기가 도래
하였다. 1차 오일쇼크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밀가루 판매 고시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는 밀가루 소비 감소로 이어져 제분업계는 조업을
단축시켰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밀가루 판매가격을 동결하고 제
분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당시 대부분 기업이 1975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1976년 정부는 밀가루 판매가격의 급등락 방지를 위해 ｢양곡관리법｣에

밀가루 가격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조원가에 따라 단일 기준가격이 적용되어 수입비용과 유통비
용 등에서 불리한 내륙지방의 공장들이 흡수되거나 도산하여 제분공장이
13개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88서울올림픽 유치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식품 고급화를 위한
밀가루 품질 다양화, 기술개발, 경영 합리화 등 제분업계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각종 규제를 자율화하였다.

2.1.2. 시장 개황
1990년대 이후 공장 신설과 폐쇄, 입수합병 등을 거쳐 2015년 기준 총
8개 회사에서 11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인천 2개,

아산 2개, 당진 2개, 부산 4개 공장이 있으며 1일 밀가루 생산능력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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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톤이었다.

밀가루 가공실적은 2000년 240만 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여 2015년에는 212만 톤 수준이었다. 공장 수 및 가공능력
은 2001년 이후 11개, 약 300만 톤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림 4-6> 제분 산업 가공능력 및 실적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한국제분협회 홈페이지(www.kofmia.org).

제분 산업은 기초 식품소재 산업으로 소매 시장보다 B2B 시장이 발달되
어 있다. 밀가루 소매 시장은 설과 추석이 있는 1/4, 3/4분기의 매출이 높아
지는 계절성이 존재한다. 또한 밀가루에 여타 재료를 혼합한 프리믹스 제
품 시장은 비교적 최근 형성되었으며, 부침가루, 튀김가루, 베이커리 믹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량 실수요자인 제면업체, 제빵·제과업체는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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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밀가루 유통경로
수입: 제분협회
제분업체

제분공장
(직공급)
제면업체
제빵·제과업체

대
량
실 수요 자

(대리점 경유)
제면업
제과업
제조업
일반용
기 타

대 리 점
( 도 매 상)

양조 업체
기
타

기타실수요자

소

매

상

소

비

자

출 장 소
(영 업 소)

수 퍼 체 인

식 료 품 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2.2. 시장 평가지표 분석
2.2.1. 시장구조 지표
가. 시장집중도

밀가루 시장의 가공능력 기준 시장점유율은 대한제분이 29.2%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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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이후 CJ제일제당이 24.6%, 동아원이 13.1%로 상위 3개 사업자 점유
율이 66.9%에 이르는 과점적 구조로 나타났다. 밀가루 시장의 시장점유율
은 각 사의 매출액, 생산량 혹은 원료사용량 기준 점유율은 개별 업체의 회
계자료가 분리되지 않았거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획득이 어려워 계
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위 1위 사업자 점유율(CR1) 29.2%, 상위 3위
사업자 점유율(CR3) 66.9%, HHI 0.1886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지
배적 사업자27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러나 2000년 동아원과 한국제
분이 기업결합 후 2016년 사조그룹에 인수된 것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경
우 CR3가 74.1%까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배적 사업자 기준
인 75%에 근접한다.
<그림 4-8> 제분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나. 진입장벽

제분업체의 신규진입, 인수합병, 필요자본량 및 유휴설비를 검토한 결과
27

｢공정거래법｣은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시장의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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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은 신규진입의 장벽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신규진입 사례를 보면 2011년 SCP 밀다원이 제분업에 진출하였으
며 2017년 삼양사의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퇴출된 기업은
없지만 2000년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기업결합 사례와 타 분야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에 따라 경영권 이동 사례 및 사명변경 사례가 존재한다.
<그림 4-9> 제분업체 연혁

제분업 필요자본량 추정을 위한 제분업의 중위점 기업규모는 자산총계
가 1,0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계산되었다.
공장단위로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
한 제분 공장의 2007~2014년 유형자산(연말기준) 평균규모는 749억 원으
로 계산되어 여타 식품 제조업이나 전체 제조업 평균에 비해 훨씬 큰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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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최소효율규모 추정
단위: 억 원, %
구분

한국제분

유동자산

대선제분

766

(25.4)

499

(33.4)

2,253

(74.6)

996

(66.6)

투자자산

665

(22.0)

34

(2.3)

유형자산

1,546

(51.2)

937

(62.7)

무형자산

1

(0.0)

2

(0.1)

3,019

(100.0)

1,495

(100.0)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주: 각사의 최근 5개년 자산규모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괄호는 자산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www.kisvalue.com)

<표 4-2> 제분 공장 자산규모 추정
구분
관측치 수(개사)
생산액(억 원)
고용자 수(명)
유형 자산(연말기준, 억 원)
자본집중도(억 원/명)

제분 산업
평균
1,421.1

식료품 제조업

표준편차
10

평균

제조업 전체

표준편차

-

1,728

-

25,823

274.5

96.4

43.4

59.3

91.8

65.7

369.1

748.7

1,038.8

84.6

264.7

146.7

1,956.9

7.8

-

1.4

427.4

표준편차

856.3

-

652.7

평균

-

6,198.6

2.2

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2014년 평균규모를 계산함. 제분업은 ‘곡물 제분업’에 속한 사업체
중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07~2014).

유휴설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은 2000년대 초 80% 수준에
서 하락하여 2015년에는 69.2%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밀가루 소비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유휴설비 규모는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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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제분 공장 자산규모 비교
단위: 억 원

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2014년 평균규모를 계산함. 제분업은 ‘곡물 제분업’에 속한 사업체
중 연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07~2014).

<그림 4-11> 제분업 설비 가동률
<전체 가동률 추이>

주: 제분업 업체별 공장 가동률은 2008년 기준임.
자료: 한국제분협회(www.kofmia.org).

<업체별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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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 대응력

제분업체는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대량 수요업체인 대규모 제빵, 제면,
제과 업체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하여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
하는 밀의 국제가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수요자 측의 구매력
(buying power)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상, 슈퍼체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가정용과 요식업소용은 각각 생산량의 10% 미만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업체에 대한 납품은 최저가 입찰 방식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제분업체의 가격 결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밀가루를 이용한 빵, 국수, 과자 등은 서민생활 물가의 주요품목으로 언
론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가 여타 상품에 비해 심한 상황이다.

2.2.2. 시장행위 지표
불공정 행위 사례로 2006년 공정위는 2000년부터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434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8개 제분사들은 2000년 1월부터(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
2006년 2월까지 만 6년여에 걸쳐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

쳐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밀 수입단가에서 밀가루 PPI에 대한 가격전이 분석 결과28 제분사들은
일정 부분 가격설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전이 분석에서 밀
수입단가 상승 시 장기 및 단기적 반영분은 각각 40%, 44% 수준인데 비해
수입단가 하락 시의 반영분은 각각 30%, 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분 사들은 최근에 밀가루에 여타 제품을 혼합한 프리믹스 제품을 출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제분은 ‘곰표’ 밀가루 등 80여 종의 밀가루 제품
과 60여 종의 프리믹스 제품을 판매 중이다.

28

자세한 내용은 제3장 2절의 내용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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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장성과 지표
가. 수익률

제분업체들의 평균영업 이익률은 4.4% 수준으로 계산되어 여타 산업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29,30
<그림 4-12> 주요 제분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www.kisvalue.com).

제분 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는 밀 수입단가를 지수화한 값과 밀가루 생
산자물가지수와의 차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밀 국제가격이 하락 추
이로 전환된 2013년 이후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밀가루 생산
자물가지수가 밀 공장도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9

30

Kisvalue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의 2013~2015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계산한 결과 각각 4.99%, 4.37%로 나타남.
다만, 대부분의 제분사들이 여타 업종을 겸하는데 반해 영업보고서에서는 회계
분리가 되지 않아 제분업만의 영업이익률 계산에 한계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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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제분 산업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참조.

나. 가격 국제비교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 대만과의 밀가루 소매가격을 비교한 결
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밀가루 가격은 일본에 비해서는 저렴하나 대만
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
일하게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밀가루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도입된 밀을 가
공하여 공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국내에서 생산 비중이 70% 이상으로 가
장 높은 중력분은 일본의 가격이 국내 가격에 비해 88.4% 높게 계산되었
다. 다만, 일본의 밀 정부판매가격31은 2000년 이후 도입단가보다 약
60~100%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원가 대비로는 국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32
31
32

일본의 밀 정부판매가격에 대한 자료는 제5장 3절 내용 참조 바람.
이러한 가격 비교는 품질이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고 진행된 한계를 가져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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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일본·대만 밀가루 가격 비교
구분

제품명

제조사

백설밀가루
강력1등

CJ제일제당

강력분 일본

슈퍼킹

대만

무게

1kg당 가격

원산지

27,900원

20kg

1,395원 미국, 캐나다

닛신제분

6,264엔

25kg

2,770원
미국, 캐나다
(198.6%)

황낙타

리엔 화

NT$750

22kg

1,233원
미국
(88.4%)

한국

백설밀가루
중력1등

CJ제일제당

27,380원

20kg

1,369원 미국, 호주

일본

S장수

일본제분

5,832엔

25kg

2,579원
미국, 캐나다
(188.4%)

대만

낙타패

리엔 화

-

22kg

- 미국

한국

백설밀가루
박력1등

CJ제일제당

36,600원

20kg

1,830원 미국

슈퍼 바이올렛

닛신제분

5,832엔

25kg

남낙타

리엔 화

NT$660

22kg

한국

중력분

가격

박력분 일본
대만

2,579원
미국, 캐나다
(140.9%)
1,085원
미국
(59.3%)

주: 일본, 대만에 판매 중인 밀가루 중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 것을 선정. 6월 13일 기준, 엔화 환율은 100
엔당 1,105.66원, 대만달러는 1달러당 36.18원
자료: 일본 밀가루 판매 전문 사이트 구루덴(http://www.gluten.jp/: 2016. 7. 15.).
대만 ㈜롄화 홈페이지(http://www.lhic.com.tw: 2016. 7. 15.).

다. 생산성

공장단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제분업의 총요소생산성
(TFP)은 전체 제조업 및 식료품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분

업의 2007~2014년 평균 생산성은 전체 제조업 평균에 비해 4.7%, 식료품
제조업 평균에 비해 8.5%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33 2007~2008년 밀 국제
가격의 급등으로 일시적으로 전체 제조업 및 식료품 제조업에 비해 낮게
계산되었으나 이후 안정적으로 이들보다 높았다.

33

자세한 내용은 제3장 3절의 내용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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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제분업 총요소생산성
<평균>

<추이>

2.3. 시장구조 및 성과 종합평가
밀가루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이나 어느 정
도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인 ‘과점적 경쟁시장’으로 판단된다. 경영권을 중
심으로 계산된 CR3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근접하
는 74.1%를 보이며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불공정 행위 사례가 존재하며 비대칭적 가격전이 형태를 보

였다. 반면,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고 구매 대응력이 높은 B2B 거래 비중이
높으며 2000년 이후 신규진입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비대칭적 가격전이
분석에 사용된 밀가루 생산자물가지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원가에서 수입 밀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로 원가 변동요인의 파악이 용이하며 기초식품으로 소비자 단체 등의
감시로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설정 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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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밀가루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3. 전분당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3.1. 산업 연혁 및 개황
3.1.1. 산업 연혁
옥수수 전분 및 전분당 산업(이하 전분당 산업)은 옥수수를 주원료로 옥
수수 가루, 옥수수 전분, 변성전분, 전분당류(물엿, 과당, 포도당 등), 당알
코올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식품소재 산업으로 식품의 원료뿐만 아니라
제지, 섬유, 의약, 화장품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현대의 산업적 생산체계는 1807년 미국에서 소맥을 원료로 한 전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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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완성된 이후 1842년 현재의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전분 및 전분당
기술이 산업화되었다. 현재의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포도당의 생산은 1866
년이 최초이나, 1921년부터 결정포도당의 상업적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다. 1975년 이전의 옥수수 가공 산업은 전분, 물엿, 포도당이 주를 이
뤘으며, 이후 원당가격의 폭등(65 → 882달러/톤)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분 산업은 서류를 통한 전분 생산이 주였으나, 1970년 이
후 값싼 옥수수의 도입으로 옥수수를 이용한 전분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옥수수를 이용한 전분 생산은 1931년 CPC사가 평양에 평양곡
산을 설립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1962년 천일곡산이 근대적 설비의 옥수수
전분 및 물엿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본격 생산하기에 이른다. 또한 1960
년 후반 이성화효소에 의한 과당생산은 설탕의 대체감미료로 널리 이용되
었으며, 물엿의 가정용 및 제과용으로 사용 저변이 확대되었다. 1970년 이
후 상대적으로 값싼 원료인 옥수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분 및 포도당을
추출하는 가공기술 및 효소류 개발로 안정적 공급체계가 마련되었다. 1972
년부터는 옥수수를 이용한 전분 생산이 고구마 전분 생산을 초과했으며,
1980년 후반, 서류를 이용한 전분 생산이 급감하여 전체 전분 생산량의
10% 미만으로 축소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옥수수를 이용하여 전분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전분을 활용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전분당 제조업
체들은 신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료나 금속 등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전
분계 에멀션 수지, 포장 및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접착제, 화장품에 사용되
는 탤크의34 대체재, 폐수 처리에 사용되는 메탄올의 대체 처리제 및 페인
트에 사용되는 등 산업용으로의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34

탤크(Talc)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으로 도료, 종이,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이 함유되어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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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장 개황
전분당 제조업체들은 2000년 이후 공장 신설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2015년 기준 총 4개 사에서 6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다. 지역별로 전분당

가공공장은 인천 2개, 이천 1개, 안산 1개, 울산 1개, 군산 1개소로 총 6개
이며, 가공능력은 194만 톤/연이다.
전분 가공실적은 2000~2007년 125만 톤 내외에서 곡물가격이 급등하였
던 2008~2009년 100만 톤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135만 톤 내외로 증
가하였다. 공장 수는 6개로 지난 20여 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연간 가공능
력은 2011년까지 184만 톤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대상의 12만 톤
가공설비 증대로 194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4-16> 옥수수 전분 가공능력 및 사용량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생산된 전분 및 전분당은 식품소재 산업으로 대부분 제과, 제빵, 음료제
조 업체 등에 B2B 형태로 거래된다.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는 거의 전량
을 수입에 의존하며, 연간 약 200만 톤 내외가 수입되는데35 이 중 9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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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전분당의 원료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옥분(옥수수가루)을 만드는데 사
용된다. 전분당 제조 공정에서 옥수수의 65~70%가 전분으로 생산되며 생산
된 전분은 다시 가공 과정을 거쳐 약 60~70%의 수율로 전분당이 생산된다.36
<그림 4-17> 옥수수 유통경로(전분, 옥분)
농림축산식품부
④ 수입계획시달

① 수매지침시달
②
(수매)

농

협

한국전분·당협회

⑤ 수입추천
(양허관세추천)

③ 수매양곡인수

옥수수 가공업체
(8개사, 11공장)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⑦ 전분

⑥
(수입)

⑧ 전분당

청량음료 제조업체

제면, 제과, 제빵 업체

⑨ 면, 빵, 과자

⑩ 청량음료

소

비

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옥수수는 1994년 UR 타결 이후 관세화로 전환되어 WTO에 제출한 이행
계획서상에 시장접근물량(TRQ)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입추

35

36

HS code 1005909000(옥수수 기타)을 전분당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옥수수로 한
정함.
이론적으로 옥수수 100g을 가공하면 전분 65g이 나오고, 이를 산이나 효소를
이용하여 완전 가수분해하면 포도당 62.8g이 생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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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받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가공용 옥수수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수요자가 요청하는 만큼 매년 TRQ 물량이 증량되어 왔다.
전분당은 거의 대부분 B2B 형태로 거래된다. 전체 전분 생산의 65%는
전분당(물엿, 포도당, 과당 등)으로 이용되며, 나머지 35%는 접착제, 제약,
맥주, 제지 등에 사용된다. 전분당 생산에 사용되는 전분은 물엿 제조에
46% 사용되며, 다음으로 과당(39%), 포도당(8%), 기타(7%) 순이다. 전분당

제조 이외에 사용되는 전분은 제지에 사용되는 것이 36%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맥주(13%), 식품가공업(12%), 접착제(11%) 순이다.

3.2. 시장 평가지표 분석
3.2.1. 시장구조 지표
가. 시장집중도

전분당 시장은 흡수 및 합병, 회사형태 변경 등을 통해 4개 기업의 과점
구도를 이루고 있다. 가공능력 기준 2015년 시장점유율은 대상이 34.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삼양사 27.8%, 인그리디언코리아 24.2%, CJ제
일제당 14.0% 순으로 나타난다. 전분당 생산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장치
산업으로 소규모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공능력 기준 상위 1위 사업자
점유율(CR1)은 34.0%, 상위 3위 사업자 점유율(CR3)은 86.0%, HHI는
0.271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37 존재하는 시장이다.
4개 사의 출하액 기준 3년 평균(2012~2014년) 시장점유율도 가공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슷하다. 대상이 31%로 가장 크며, 삼양사 27%, 인그
리디언코리아 25%, CJ제일제당 17%로 지난 10여 년간 큰 변동이 없다.38,39
37

｢공정거래법｣은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시장의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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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전분당 업체별 시장점유율

주: 가공능력 기준 시장점유율의 기준 연도는 2015년이며, 출하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4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양정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나. 진입장벽

전분당 산업의 신규진입 및 인수합병 사례, 필요자본량 및 유휴설비를
검토한 결과 전분당 산업의 신규진입 장벽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으로 신규진입 요인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인수합병에 따른 경영권 이동 및 사명 변경은 있었으나, 2000년 이
후 신규 진입이나 퇴출된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제분이나 채유 시장에 비
해 시설비가 많이 요구되어 신규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한 신규진입은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38
39

출하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분당(물엿, 올리고당, 과당, 포도당) 출하액 합임.
전분당 시장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사의 전분당만의 매출액, 생산량 혹
은 원료사용량을 회계자료상에서 따로 분리가 어렵고 기업 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획득의 어려움이 있어 가공능력과 출하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을 살펴볼 수 없는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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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전분당업체 연혁

공장단위로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분당 공장의 2007~2014년 유형자산(연말기준) 평균규모는 569억 원으로
여타 식품제조업이나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분당 공장 자산규모 추정
구분
관측치 수(개사)

전분당 산업
평균
-

식료품 제조업

표준편차

평균
6

-

제조업 전체

표준편차

평균

1,728

-

표준편차
25,823

생산액(억 원)

2,016.5

1,258.1

274.5

652.7

427.4

6,198.6

고용자 수(명)

116.1

22.2

59.3

91.8

65.7

369.1

유형 자산(연말기준, 억 원)

569.3

351.5

84.6

264.7

146.7

1,956.9

자본집중도(억 원/명)

-

4.9

-

1.4

-

2.2

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2014년 평균규모를 계산함. 전분당 산업은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
업’에 속한 사업체 중 연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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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전분당 공장 자산규모 규모 비교
단위: 억 원

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2014년 평균규모를 계산함. 전분당 산업은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
업’에 속한 사업체 중 연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07~2014).

유휴설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은 2000년대 초 70% 수준에
서 2008~09년 50% 정도까지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는 75%로 상승하였으
나 2013년도에는 다시 60%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국제곡물가격이 하향안
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가동률은 2015년 기준 73%로 다시 상승하였다. 전
분당 신규수요가 크게 창출되지 않는 한 유휴설비 규모는 신규진입을 어렵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용자 대응력

전분당 제조업체는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대량 수요처(제빵, 제과, 음
료, 제지 업체 등)에 B2B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 국제가격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처의 구매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소매상을 통해 가정용으로 소비되
는 것은 생산량의 극소량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대량수요처에 판매된다. 대
규모 업체에 대한 납품은 최저가 입찰방식 혹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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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전분당은 쉽게 업체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처의 가격 결
정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3.2.2. 시장행위 지표
옥수수 수입단가에서 전분당류 PPI에 대한 가격전이 분석 결과40 전분당
기업들은 일정부분 가격설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 수입단
가 상승 전분당에 대한 가격전이는 장기 및 단기에 원가 상승분의 30.6%,
12.2% 반응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하락 시에는 각각 15.1%, 0.9% 반응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과당과 물엿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대칭
적 가격전이가 발견되었다.
전분당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은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질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
조업체별로 과당, 물엿 등 주력으로 생산하는 유형이 존재하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점도, 색깔, 원산지, non-GMO 원료 사용 등 약간의 제품 차별
화가 이루어진다. 업체별 생산물에 대한 품질 차이는 존재하나 사실상 거
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차별화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도당은
삼양사에서 주로 생산하며, 과당은 인그리디언코리아, 대상, 삼양사 순으로
많이 생산하고, 엿류는 대상, 삼양사, 올리고당은 CJ제일제당이 많이 생산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조직론에서 제시하는 추측 탄력성(conjectural variation) 추정 방법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계수 추정에서 전분당 시장은 작지만 유의미하게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41 다만, 전분당 기업의 회계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정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가 사용되지 못한 한계점은 존
재한다. 더하여 시장지배력 계수 추정치가 0.021로 작게 추정되어 시장지
배력은 존재하나 그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0
41

자세한 설명은 제3장 2절의 내용(p. 56)을 참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제3장 4절의 내용(p. 69)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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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시장성과 지표
가. 수익률

최근 3개년(2013~2015년) 전분당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여타
산업에 비해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42 그러나 전분당류 생산자물가지수가 옥
수수 수입단가를 잘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2013년 이후 영업이익률은
2000~2015년 평균 영업이익률인 7.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43
<그림 4-21> 주요 전분당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주: 2011년과 2012년의 인그리디언코리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료가 없어 2010년과 2013년의 평균값
을 이용하였으며, 신동방은 2011년 CJ제일제당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1년 이후 영업이익률은 CJ
제일제당의 영업이익률임.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www.kisvalue.com).

42

43

Kisvalue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의 2013~2015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계산한 결과 각각 4.99%, 4.37%로 나타남.
다만, 대부분의 전분당 업체들이 여타 업종을 겸하는데 반해, 영업보고서에서
는 회계분리가 되지 않아 전분당업의 영업이익률 계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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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44는 가격 마진(전분당 PPI와 옥수수 수입
단가 지수의 차이45)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상승
하였던 2008~09년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3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4-22> 전분당 산업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KISVALUE;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통계청 자료 참조.

44

45

영업이익률은 전분당 제조업 대표 4개사의 영업이익률을 각사의 가공능력기준
점유율로 가중 평균한 값임. CJ제일제당은 2011년 신동방을 인수합병하였기 때
문에 가공능력은 동일하여 2010년까지는 신동방씨피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였
으며, 2011년부터는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률 자료를 사용함. 다만, CJ제일제
당과 대상은 전분당 외에 여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과대 혹
은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또한 가중치로 사용한 가공능력은
2007~2016년 양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0~2006년은 자료가 없어 2007년의
가공능력을 가정하여 계산함.
전분당 PPI는 전분, 과당, 물엿의 PPI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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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 국제 비교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 대만과의 전분당 제품 소매가격을 비교
한 결과 국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품은 대
만 및 일본 제품에 비해 각각 4.0%, 23.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46
<표 4-5> 한국·일본·대만 전분당 가격 비교
구분

제품명

한국

백설 건강한 올리고당

일본

오리고노아마미(オリゴの甘み)

대만

FONEN 프룩토오스 시럽
(FONEN FRUCTOSE SYRUP )

제조사
CJ제일제당
일본 콘스타치 주식회사
(日本コーンスターチ株式会社)
FONEN and FONHER Enterprise,
Co., LTD

가격

무게

4,500원

1.2kg

1kg당 가격
3,750원

430엔

1kg

4,630원

NT$ 159

1.5kg

3,900원

주: 환율은 11월 17일 기준, 엔화 100엔당 1,077.73원, 대만달러 1달러당 36.92원임.
자료: 한국은 이마트몰 가격, 일본은 인터넷 라쿠텐 검색가격(http://item.rakuten.co.jp), 대만은 까르푸(시먼
딩) 판매가격임.

다. 생산성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식품 제조업 및 제조업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의 2007~2014년 평균 생산성은 전체 제조업 평균에 비해
7.4%, 식료품 제조업 평균에 비해 11.2%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47 ‘전분

제품 및 당류 제조업’의 평균 생산성 추이는 2011년 일시적으로 하락하나
이후 급증하였다.

46

47

다만 전분당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판매 비중이 매우 작
아 이러한 가격비교 결과가 전반적인 전분당 제품의 가격비교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그거나 B2B로 거래되는 전분당 제품의 가격은 업체들 간의 내부적인
계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료의 획득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못함.
자세한 내용은 제3장 3절의 내용(p. 64)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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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전분당 산업 총요소생산성
<평균>

<추이>

전분당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나 어느 정도 경쟁이 활성화된 시
장인 ‘과점적 경쟁 시장’으로 판단된다. 상위 3위 사업자 점유율(CR3)은
86.0%로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넘으며 영업이익률도

여타 시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B2B 거래가 대부분으로 구매자
대응력이 크며 지배력 계수 추정치가 매우 작아 시장지배력이 행사되고 있
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된다.
<그림 4-24> 전분당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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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용유지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4.1. 산업 연혁 및 개황
4.1.1. 산업 연혁
국내 식용유지 산업은 1970년대 진해 대두공장 설립을 기점으로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인수 및 합병이 지속되고 있다. 1970년 동방
유량(현 사조해표)에서 진해에 설립한 대두 채유공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두유 생산 공장이자 유지 소비가 동물성 유지에서 식물성 유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79년 CJ제일제당이 대두 채유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대두유 시장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1989년 삼양라면의 우
지 사건으로 동물성 유지는 크게 위축이 되었고 식물성 유지가 식용유지
시장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수·합병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는데 2004년 사조산업이 신동방을 인수하였고, 삼양사의 한국
하인즈 인수, 2005년 롯데그룹이 삼립웰가 인수, 2009년 CJ제일제당이 삼
양유지를 인수하였다. 대두유 소비는 2000년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정체기
를 보여 각 업체는 차별화를 위해 대두유뿐만 아니라 올리브유, 면실유 등
다양한 식용유를 생산하였으며 경쟁상황도 심화되었다.
현재 국내 식용유지 제조업 중 콩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사조해표와 CJ제일제당 두 업체뿐이다. 사조해표는 1966년 동방유
량을 창립했으며, 1970년 진해 공장을 설립하여 대두유를 생산하고, 1985
년 인천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수입된 콩을 직접 채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J제일제당은 인천 2공장에서 채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
며 2010년 대두유 생산실적은 68만 톤으로 가정용 식용유에서는 업계 1위
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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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장 개황
출하액 기준 식용유지 산업규모는 1990년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
2013년 기준 1조 5,891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식용유지류 출하액은
1999년 7,180억 원에서 2013년 1조 5,891억 원으로 121.4% 증가했으며 특

히 2010년대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량은 1999년 60만 톤에서
2013년 76만 톤으로 26.7% 늘었으나, 출하액 대비 증가율이 낮으며
2007~2008년은 세계적 경기악화 및 원자재 가격 강세로 인해 출하량이 크

게 감소했다.
<그림 4-25> 식용유지 출하액 및 출하량 추이
단위: 천 톤, 십억 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대두유 시장은 1990년대 국내산 비중이 9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00년
대 들어 수입원유가 크게 늘면서 국내산 대두유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였
다. 1990년 1만 톤 수준이던 대두원유 수입량은 2000년에 14만 톤, 2015년
에 25만 톤으로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산 대두유의 경우 1990년대 약
15만 톤을 생산한 이후 199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생산량이 정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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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최근에는 사조해표와 CJ제일제당이 국내산 대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국내산 생산량은 약 20만 톤 수준이다. 국내 생산 대두
유 시장이 정체기인 이유는 대두유(조유)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국제 대두
유 시장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림 4-26> 대두유 국내산 및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

자료: 한국대두가공협회(내부자료).

최근 대두유뿐 아니라 여타 식용유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두유는 1999년 대비 130% 성장한 반면 옥수수유는 18배, 올리브유는 84
배 성장하였다. 식용유 시장 변동의 원인은 최근 웰빙 열풍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기 침체기에는 다시 대두유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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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식용유지 품목별 출하액 비중(2014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용유 제조회사의 생산방식은 채유, 정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판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대두유

를 주로 생산하는 콩 가공업체로 사조해표와 CJ제일제당이 있으며, 원유 수
입 및 정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롯데푸드, 오뚜기, 삼양사 등),
OEM 생산 및 유통전문판매 방식의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콩기름의

경우 직접 콩을 수입하여 국내 채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은 모두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여 공급하고 있다. 대상(청정
원)이나 동원F&B의 경우 OEM 방식으로 생산하며, 롯데푸드, 진유원, 유맥
등에 완제품 제조를 맡겨 자사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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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수입 콩 유통경로

자료: 식품저널(2015). 식품유통연감.

<표 4-6> 식용유지 제조업체 분류
구분

업체명

콩 수입, 채유

CJ제일제당, 사조해표

원유 수입, 정제

롯데푸드, 오뚜기, 삼양사
제조업체: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 세림, 대경

OEM 생산 및 유통전문판매

유통업체: 대상, 동원F&B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표 4-7> 국내 식용유 제조업체의 주요 제품 현황
구분

공장 위치

주요 생산 제품

CJ제일제당

인천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혼합 식용유, 참기름

사조해표

인천, 칠서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혼합 식용유, 참기름

롯데푸드

천안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팜유류, 마가린, 쇼트닝

오뚜기

경기

대두유, 참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팜유류, 마가린, 쇼트닝

삼양사

인천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팜유, 마가린, 쇼트닝

유맥

해남

대두유, 옥수수유

진유원

화성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현미유

자료: 식품저널(2015). 식품유통연감.

식용유지 시장은 기초 식품소재 산업으로 소매 시장보다 B2B 시장이 발
달되어 있다. 식용유지 판매 비중은 가정용이 20% 정도로 적으나 B2B 시
장은 80% 이상으로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한다. B2B 시장은 대량 실수요자
인 식품업체가 대부분이며, 치킨판매업, 제면업체, 제빵·제과업체 등으로도
대량 주문을 받아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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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장 평가지표 분석
4.2.1. 시장구조 지표
가. 시장집중도
2014년 식용유지 출하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롯데푸드가 26.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이후 CJ제일제당이 23.1%, 사조해표가 13.7%로 상
위 4개 사업자 점유율이 75.2%에 이르는 과점적 구조를 보인다. 상위 1위
사업자 점유율(CR1)이 26.0%, 상위 3위 사업자 점유율(CR3) 62.8%, HHI
0.165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48가 존재하지는 않는 시

장이다.
<그림 4-29> 식용유지 업체별 시장점유율(2014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48

｢공정거래법｣은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시장의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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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입장벽
2000년대 이후 콩 채유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는 존재하나 신규진입 사례

는 없으며, 원유수입 및 단순가공업체의 진출입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원
유를 수입하여 단순가공하거나 OEM 방식 등을 활용한 재판매업으로의 진
입은 설비규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0> 식용유업체 연혁

다만, 채유 공장설립을 통한 식용유 시장 진입 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는 필요 자본량을 의미하는 중위점 기업규모는 자산총계가 1,000
억 원 이상으로 크게 계산되어 채유 산업에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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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채유 공장 자산규모 추정
구분

평균

채유 산업
표준편차

관측치 수(개사)

식료품 제조업
평균
표준편차
2

제조업 전체
평균
표준편차

1,728

25,823

생산액(억 원)

5,461.9

3,195.0

274.5

652.7

427.4

6,198.6

고용자 수(명)

183.7

85.8

59.3

91.8

65.7

369.1

1,039.2

471.6

84.6

264.7

146.7

1,956.9

유형 자산(연말기준, 억 원)
자본집중도(억 원/명)

5.7

1.4

2.2

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2014년 평균규모를 계산함. 착유 산업은 ‘식물성 유지 제조업'에
속한 사업체 중 연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07~2014).

<그림 4-31> 채유 공장 자산규모 비교
단위: 억 원

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7~2014년 평균규모를 계산함. 착유 산업은 ‘식물성 유지 제조업'에
속한 사업체 중 연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07~2014).

업체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OEM 방식으로 업체의 주문을 받아 공급하
는 진유원의 경우 자산 규모가 319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9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삼양유지의 경우 자산규모(2004~2008년 기준)가 384

억 원으로 진유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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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업체별 자산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사조해표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푸드

진유원

유동자산

1,491

(49.3)

13,109

(21.0)

1,744

(46.5)

3,944

(36.8)

140

(44.0)

비유동자산

1,533

(50.7)

49,339

(79.0)

2,010

(53.5)

6,785

(63.2)

178

(56.0)

투자자산

731

(24.2)

23,520

(37.7)

582

(15.5)

1,543

(14.4)

2

(0.6)

유형자산

775

(25.6)

23,122

(37.0)

1,414

(37.7)

4,561

(42.5)

172

(54.0)

무형자산

10

(0.3)

2,260

(3.6)

4

(0.1)

552

(5.1)

0

(0.0)

3,024

(100)

62,448

(100)

3,754

(100)

10,729

(100)

318

(100)

자산총계

주: 각사의 최근 5개년 자산규모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괄호는 자산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www.kisvalue.com).

유휴설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지수는 동물성 및 식물성 유
지 제조업이 80% 정도의 수준을 보이나 실제 채유용 콩 가공 공장의 가동
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32> 제조업 및 식용유지 산업 설비 가동률지수
단위: 2010년 = 1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20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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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 대응력

식용유 제조업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및 콩의 국제가격에 대
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대규모 업체와의 B2B 거래비중이 높아 수요자
측의 구매력(buying power)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점 등으로
판매되는 부분(B2C)은 전체 판매량의 20%로 치킨업체 판매나 B2B에 비
해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채유기업은 사조해표와 CJ제일제당으
로 2개 업체이나 수입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오뚜기, 롯데삼강
등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규모 업체에 대한 납품은 최저가 입찰 방식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식용유 제조업체의 가격 결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다만, 식품업계에서 제시하는 품질조건(혼합 식용유 등)이 있기 때문에
각 제조사별로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식품업체가 존재한다.

4.2.2. 시장행위 지표
공정위에 의한 식용유지 산업에서 불공정 행위 조사 및 판결 사례는 존
재하지 않는다.
채유용 콩 수입단가에서 콩기름 PPI에 대한 가격전이 분석 결과49 식용
유지 업체들은 일정부분 가격설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전이
분석에서 채유용 콩 수입단가 상승 시 장기 및 단기적 반영분은 각각
14.8%, 36.1% 수준인데 비해 수입단가 하락 시의 반영 분은 각각 6.4%,
21.1%로 비대칭적으로 가격이 전이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 업체는 가격경쟁뿐 아니라 품질, 특허, 입찰 등 비가격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식용유지류의 안정성을 보장받
기 위해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이를 제품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49

자세한 분석 내용은 3장 2절 내용(p. 5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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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 이외의 고급유를 수입 및 개발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올리브유
판매가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놀라유의 경우 올리브유, 포
도씨유 등보다 저렴하여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히
한 가지 재료만 가공 및 정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백설, 롯데 등과 같
은 몇몇 업체들은 혼합 식용유를 개발50하여 판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혼합 식용유 제조에 더하여 최근에는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여 식용유
를 생산(청정원 등)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표 4-10> 브랜드별 KS 인증 현황
제조업체명

공장명

인증일자

제품명

콩기름

사조해표(칠서공장)

1983

사조해표 콩기름

콩기름

사조해표(인천공장)

1986

사조해표 콩기름

유채유

사조해표(칠서공장)

1994

사조해표 카놀라유

옥수수유

사조해표(칠서종장)

1994

사조해표 옥수수유

유채유

사조해표(인천공장)

2003

사조해표 카놀라유

콩기름

CJ제일제당(인천2공장)

2010

백설 콩기름

자료: 사조해표. CJ제일제당 사업보고서.

<표 4-11> 브랜드별 혼합 식용유
브랜드
백설
롯데푸드
청정원

제품명

설명

건강을 생각한 요리유

카놀라유, 콩기름, 포도씨유를 혼합하여 포화지방을 낮춤

견과유

땅콩, 호두, 아몬드의 불포화지방산 첨가

브레인유

호두유와 카놀라유 혼합

쉐프유

카놀라유와 버터오일 혼합

건강한 쿠킹오일

중쇄지방산 함유

자료: HNCOM. 2015~2016 한국식품연감.

50

웰빙 트렌드로 단순한 정제 식용유가 아닌 칼로리가 낮고 좋은 성분이 포함된
혼합 식용유가 개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가정용 식용유의 60% 이상이 혼합
유로 판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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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시장성과 지표
가. 수익률

식용유지 제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3.9% 수준으로 계산되어 여타 산
업에 비해 높지 않은 모습이다.51,52 식용유지 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는 원
가-마진(대두유 및 채유용 콩 수입단가를 지수화한 값과 대두유 생산자물
가지수와의 차)과 2000년 초에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나, 2009년 이후에
는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다만, 국제 대두유와 채유용 콩 가격이 하락 추
세로 전환된 2013년 이후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33> 주요 식용유지 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

주: 주요 정제업체로는 진유원, 롯데푸드, 오뚜기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www.kisvalue.com).

51

52

Kisvalue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의 2013~2015
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계산한 결과 각각 4.99%, 4.37%로 나타남.
다만, 대부분의 식용유지 제조업체들이 여타 업종을 겸하는데 반해 영업보고서
에서는 회계분리가 되지 않아 식용유지 제조업만의 영업이익률 계산에 한계점
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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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식용유지 산업 영업이익률 추이

(%)

자료: KISVALUE; 통계청; 관세청 자료 참조.

나. 가격 국제비교

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 대만, 중국과의 식용유 소매가격을 비
교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두유 가격은 일본과 대만, 중국에 비
해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가격은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용유로 3.0$/1.8ℓ로 조사되었다. 일본, 대만의 대두유 소매가격은 비슷
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 대두유는 3.93$/2ℓ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한국·일본·중국·대만 대두유 가격 비교
구분

제조업체명

브랜드명

가격(USD$)

단위당 가격($/ℓ)

한국

CJ제일제당

백설

3.0(1.8ℓ)

1.67

중국

진룽위(金龍魚)

진룽위(金龍魚)

3.7(1.8ℓ)

2.06

일본

쇼와산교유(昭和産業)

쇼와산교유(昭和産業)

3.93(2.0ℓ)

1.97

대만

타이탕공쓰(台糖公司)

대두샐러드유(大豆沙拉油)

3.9(2.0ℓ)

1.95

자료: 일본(http://www.gluten.jp: 2016. 7. 15.).
대만(http://www.lhic.com.tw: 2016. 7. 15.).
중국(http://www.pchomesearch.com.tw: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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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성

공장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53한 식용유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TFP)은 전체 제조업 및 식료품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용

유지 산업의 2007~2014년 평균 생산성은 전체 제조업 평균에 비해 9.6%,
식료품 제조업 평균에 비해 6.6% 낮은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영세한 단순
가공 및 재판매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35> 식용유지 산업 총요소생산성
<평균>

<추이>

4.3. 시장구조 및 성과 종합평가
식용유지 시장은 소수의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존재하는 구조이나 어
느 정도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인 ‘과점적 경쟁시장’으로 판단된다. 시장집
중도를 나타내는 CR3가 62.8%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가공 및 재판매업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더하여 B2B 거래로 인한 구매자 대응력이 크며 영업이익
률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53

자세한 내용은 제3장 3절의 내용(p. 63)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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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식용유지 시장구조 및 성과 종합평가

5. 소결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인 제분, 전분당, 채유 산업의 생산물 시장은 성
숙된 시장으로 시장규모의 성장률이 낮으며 설비 가동률도 낮은 모습을 보
인다. 수입곡물 가공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결과 제분, 전분
당, 채유 산업이 속한 시장이 모두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나 세부 시장구
조, 행위, 성과지표들은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일정부분 진전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결론적으로 과점적 시장구조에도 B2B 거래에서의 구매자
대응력, 높지 않은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할 경우 세 시장 모두 과점적 경쟁
시장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분당 시장의 경우 시장 집중도와 영업이익률이
여타 시장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쟁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콩 채유 산업이 속한 식용유지 시장은 단순가공 및 재판매를 통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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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비교적 용이한 만큼 경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단
정적인 판단이 매우 어렵다.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여타
분야도 겸업하는 반면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의 주요지표인 매출액 점유
율, 수익률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 보고서가 해당 업종에
대해 분리되어 작성되지 않아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정보를 직접적으로 파
악할 수 없었다.

해외 식용곡물 가공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및 채유용 콩 등 곡물의 수입의존
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비슷한 원료 곡물 수급구조를 가진 일본과 대만의
식용곡물 가공 산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식용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대만과 유사한 구조이나 곡물 수입 관련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장은 일본 및 대만의 식용
곡물 수입 현황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1차 곡물 가공 산업 현황과 가격
전이 형태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식용곡물 가공 산업 현황 및
성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가격전이 형태
에 관한 분석은 일본 제분관련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1. 일본 식용곡물 가공 산업54
1.1. 식용곡물 수입 현황 및 관련 제도
1.1.1. 일본의 식량자급률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쌀 이외의 식용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54

본 절의 1.1. 및 1.2.의 내용은 홋카이도대학 박사과정 중인 이용건의 원고를 수
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5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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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14년 칼로리 기준 자급률은 쌀 98%, 밀 13%, 유지류 3%로 쌀 이
외의 곡물 및 유지류의 자급률이 매우 낮다. 다만, 밀 자급률이 13%에 달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밀의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 1.1%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5-1> 2014년 종합식량자급률의 구성(칼로리 기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맥류의 수급에 관한 전말 참고자료.

1.1.2. 제분용 밀 수입 현황과 관련 제도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밀 공급에 대한 초과 수요량만큼 제분용 밀을 국영
무역을 통해 수입하여 매도한다. 제분용 밀의 수입량은 국내산 밀의 작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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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밀 가격 등에 의해 변동하며, 최근에는 450만~560만 톤 정도를 유지
하는 모습이다.
2014년 일본의 밀 수입량은 524만 톤이며, 안정적으로 밀을 조달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3국에서 주로 수입하였다. 미국에서의 수입은 전
체 밀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88만 톤으로 주로 제빵용 밀(DNS),
국수 제조용 밀(HRW), 과자용 밀(WW)을 수입한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량은 148만 톤(28.2%)으로 제빵용 밀(CW)과 파스타 원료용 밀(듀럼)을 주
로 수입한다. 호주로부터의 밀 수입량은 약 88만 톤으로 우동 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밀(ASW)이 수입되고 있다.
<표 5-1> 일본 밀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연도
웨스턴·화이트(WW)
하드·레드·윈터(HRW)
미국

다크·노던·스프링(DNS)
기타
계

2010

2011

755

2012

867

2013

2014

820

610

775

745

880

980

727

855

1,391

1,507

1,246

877

1,245

1

3

0

28

1

2,891

3,257

3,046

2,242

2,877

779

1,049

1,037

1,228

1,258

기타

190
1
970
966
129
1,095
2

272
1
1,322
911
122
1,033
4

170
1
1,208
870
101
0
971
4

210
3
1,441
759
83
2
844
6

222
3
1,484
794
83
0
877
7

합계

4,958

5,616

5,229

4,532

5,245

웨스턴·레드·스프링(CW)
캐나다

호주

듀럼
기타
계
스탠다드·화이트(ASW)
프라임·헤드(PH)
기타
계

주 1) 반올림 관계로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11년 수입물량에는 비축물량 43만 톤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맥류의 수급에 관한 전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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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밀 수요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한다. 시장에 공급된 밀은 제
분업에서의 가공공정을 거쳐 빵이나 면 등으로 소비된다. 밀은 주로 제분
업체가 제분해 밀가루를 만들며, 2차 가공업체가 그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빵·면·과자 등을 제조하는 구조이다.
<그림 5-2> 밀 유통 현황(식량용)
단위: 만 톤

주: 유통량은 과거 5년(2010~2014년)의 평균물량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수입밀가루의 정부매도가격에 대해서.

일본의 밀 수입은 정부가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1994년 GATT·UR협상으
로 1995년부터 관세화되어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TE)을 지급하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밀 수입의 대부분은
여전히 국영무역으로 이루어져 관세상당액(TE)을 지불하고 밀을 독자적으
로 수입하는 민간무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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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밀의 국경조치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맥류의 수급에 관한 전망 참고자료.

일본은 수입된 제분용 밀에 대해서 정부매도제도를 시행한다. 2006년 식량
법 개정으로 표준매도가격제도가 폐지되고 2007년 4월부터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가격 평균치에 정부관리경비 및 국내산 밀의 생산진흥정책의 재
원으로 사용되는 마크업(Mark Up)을 추가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시세 연동
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시세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개정은
연 2회로 하며, 매도가격은 최근 6개월간의 평균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122

해외 식용곡물 가공 산업 현황과 시사점

<그림 5-4> 정부의 매도가격 개정의 규칙 및 구성

항목

기본적인 규칙

가격개정

현재 연 2회
(4월, 10월)

매입가격
산정시점

최근 6개월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수입 밀의 정부매도가격에 대해서.

수입 밀 매도가격에 포함되는 마크업은 수입 밀이 일본산 밀 가격과 비
슷한 수준이 되는 정도로 부과하여 일본산 밀이 일본 내 시장에서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마크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자국 내 밀 생산보
조금으로 사용되어 정부의 국영무역과 정부의 매도제도가 일본의 밀 자급
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일본 내 밀 가격 상승은 소
비자에게 전이되어 밀가루, 빵, 국수 등 밀 가공품의 일본 내 가격을 높이
는 역할을 한다.
<그림 5-5> 수입 밀의 마크업(수입차익) 및 사용

주: 정부관리경비=수입 밀의 비축 등에 필요한 경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밀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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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분용 옥수수 수입 현황과 관련 제도
일본의 옥수수 전분 제조에 사용되는 옥수수의 수입량은 2014년 기준
305만 7,000톤이며, 이 중 미국산 수입 비중이 9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분용 옥수수는 매년 300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단가는 2012년
35.09엔/kg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2014년에는 27.67엔
/kg으로 나타났다.
<표 5-2> 전분용 옥수수의 국가별 수입물량 추이

년도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분용 옥수수
수입 합계
물량
단가
3,171
15.63
3,583
18.19
3,406
27.26
3,138
27.96
3,129
35.09
3,163
29.23
3,057
27.67

미국
물량
2,246
3,354
3,406
3,096
2,708
3,019
3,023

비율
70.8
93.6
99.9
98.6
86.5
95.5
98.9

단위: 천 톤, 엔/kg, %
국가별 수입량
중국
남아프리카
기타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65
2.1
259
8.2
600
18.9
171
4.8
57
1.6
0
0.0
－
0.0
－
0.0
0.0
－
0.0
－
0.0
41
1.3
－
0.0
88
2.8
332
10.7
－
0.0
20
0.7
122
3.9
－
0.0
28
0.9
6
0.2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전분의 수급전망에 대해.

일본은 수입곡물을 이용한 전분과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감자와 고구마
전분 간의 생산비 차이에 의한 국내산 원료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
해 수입곡물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내산 전분 원료
의 생산비를 보조하는 가격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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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전분 가격조정제도 개요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2013). 전분 가격조정제도의 개요.

수입 전분용 옥수수에 부과되는 조정금은 자국 내 원료를 이용한 전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입 원료로 제조된 전분과 비슷한 가격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조정금 수입이 자국산 원료로 제조되는 전분에 대한 교부금
(보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고구마 전분 생산비(원료생산비+제조경

비)와 감자 전분 생산비의 가중평균으로 조정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 기준
가격에 교부금 부분을 제외한 매도가격이 수입가격에 조정금을 더한 수입
원료로 제조된 전분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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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전분의 조정기준가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5). 2015년 설탕에 관계된 설탕 조정기준가격(안) 및 전분에 관계된 전분 조정
기준가격(안)에 대해서.

일본의 전분 가격조정제도는 자국 내 전분 원료작물 보호를 위해 도입되
었으나 전분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생산자의 농업 소
득 확보와 국내산 감자 전분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
해 전분 가격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분의 원료가 되는 감자
와 고구마는 각 지역의 농업 핵심 작물이며, 지역의 전분 공장은 지역경제
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1.4. 채유용 콩 수입 현황과 관련 제도
최근 일본의 콩 수요량은 국제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콩의 수요량은 309만 5,000톤이며, 이 중 식품용 콩의 수요도
감소 경향을 보여, 2010년대 이후 수요량은 100만 톤을 하회한다. 일본의
콩 자급률은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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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일본의 콩 수요량 동향
단위: 천 톤
수요량
연도

그중 식품용

자급률
그중 국산

2010

3,642

976

216

6%

2011

3,187

949

212

7%

2012

3,037

932

229

8%

2013

3,012

936

194

7%

2014

3,095

942

226

7%

주: 식품용 콩 중 국산은 종자용을 포함하지 않지만, 자급률은 종자용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5). 식량수급표.

2014년 기준 일본의 용도별 콩 수요량은 식용이 94만 2,000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30%, 채유용은 199만 2,000톤으로 74%를 차지하였다. 그 외 사
료, 종자 등을 위한 수요량은 16만 1,000톤으로 5% 수준이다. 식용 콩 중에
서 일본산 콩은 22만 6,000톤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콩
은 전체의 76%인 71만 6,000톤이다.
<그림 5-8> 일본의 용도별 콩 수요 동향

주: ( )는 각 용도별 국산 비중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콩을 둘러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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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분 산업 현황
1.2.1. 밀가루 및 관련 제품 생산량
일본의 밀가루 생산량은 450만~470만 톤으로 2000년 이후 비교적 안정
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밀의 2차 가공제품 중 빵류 생산량은 2000년 최
고치인 128만 톤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제빵 브랜드의 과자와 빵, 고가 식빵의 인기 등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
다. 면류 생산량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즉석면과 인스턴트 포장
면의 소비 증가 등으로 2015년에는 139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반
적인 밀가루 소비량은 식생활 다양화와 패스트푸드의 가격인하 경쟁 등으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스킷은 2006년 이후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4만~26만 톤 수준에 달한다.
<표 5-4> 밀가루·맥류제품의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밀가루
연도

빵류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면류

비스킷

정맥

보리차

2000

4,623

▲0.1

1,279

1,421

223

161

49

2005

4,623

▲0.9

1,232

1,368

213

201

47

2010

4,725

2.5

1,196

1,246

241

161

52

2011

4,708

▲0.4

1,215

1,277

243

155

54

2012

4,654

▲1.1

1,219

1,263

239

164

55

2013

4,694

0.9

1,226

1,318

237

158

66

2014

4,683

▲0.2

1,234

1,364

244

162

66

2015

－

－

1,234

1,390

259

－

－

주: 면류 및 빵류 생산량은 밀가루 사용량이며, 이 외에는 제품 생산량임.
자료: 2009년까지 농림수산성 미맥가공식품생산통계조사연보; 2010년부터 농림수산성 식품산업역학조사
및 제분·정맥공장수급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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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제분기업의 현황
2014년 일본 제분업체 수는 88개로 2000년 대비 36개 감소하였으며,
2014년 제분공장 수는 109개소로 2000년에 비해 45개소 감소하였다. 일본

은 원료로 사용되는 밀의 90%를 수입하며, 밀의 수입은 농림수산성에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5-9> 일본의 제분업체와 공장 수 추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맥류의 수급에 관한 전망 참고자료.

2014년 대형 제분기업 4개 사의 밀가루 생산량은 전체의 78%를 차지하

며, 연간 밀가루 생산량이 3만 톤 이상인 기업을 포함한 11개 사의 밀가루
생산량 점유율은 87%를 차지하였다. 대형 제분업체들은 생산설비를 항만
에 인접한 지역에 집약화시키면서 공장의 대규모화 및 합리화를 추진하였
다. 2014년의 공장 1개소당 평균 생산량은 15만 톤이며 가동률은 89%로
1998년의 생산실적과 비교하면 종업원 1인당 생산량은 약 50% 증가하였

다. 연간 3만 톤 이상의 밀가루를 생산하는 중소 제분업체는 대부분 항만
인근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밀가루를 지역 내 2차 가공업체 등에 공급한
다. 2014년 기준 중소 제분업체의 공장 1개소당 생산량은 약 7만 톤이며
가동률은 73% 수준이다. 연간 1,000톤에서 3만 톤 미만의 밀가루를 생산하
는 중소 제분업체는 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된 밀가루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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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빵, 면 등의 가공업체에 공급되며, 다수가 건면 등의 제조를 겸하고
있다. 2014년도의 공장 1개소당 생산량은 약 1.3만 톤으로 대형 제분기업
생산량의 약 1/10에 해당하며, 가동률은 34%이다.
일본의 제분업계는 중소 제분업체의 통합 및 폐업이 이루어진 결과, 생
산성 등에 우위성이 있는 대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져 현재 제분업체 4개 사
의 시장점유율은 약 78%에 이른다. 대형 제분 기업은 제분업을 핵심으로
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파스타 등의 식품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온 분야 이외의 냉장 및 냉동 분야 등에 대한 다각화와 해외 진출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에 더하여 일본의 밀가루 시장은 비싼 운송비
용 및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 수 및 점유율
등에 차이가 있어 경쟁상황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소규모 업체
들은 대부분 자국산 밀을 원료로 사용하며, 수입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
체는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5-5> 대형 제분기업·중소 제분기업의 밀가루 생산 동향
구분
제분업체 수
밀가루 생산량
(천 톤)
생산점유율
(%)
종업원 수
(명)
종업원 1인당 생
산량(톤)
공장 1개소당 생
산량(천 톤)
가동률
(%)

전체
1998년
2014년
1998년
2014년
1998년
2014년
1998년
2014년
1998년
2014년
1998년
2014년
1998년
2014년

129
88
4,873
4,861
100.0
100.0
4,136
3,114
1,178
1,561
30.1
42.3
64.7
71.0

대형
제분업체
4
4
3,351
3,748
68.8
77.1
1,515
1,125
2,212
3,332
111.7
149.9
82.1
89.3

중소 제분업체
1,000톤
3만 톤 이상
3만 톤
125
9
84
7
1,521
577
1,113
462
31.2
11.8
22.9
9.5
2,621
709
1,989
547
580
814
560
845
11.5
57.7
12.4
66.1
45.3
75.5
42.5
73.4

이상∼
미만
73
45
937
647
19.2
13.3
1,816
1,359
516
476
11.9
12.7
37.5
34.1

1,000톤
미만
43
32
6
3
0.1
0.1
96
83
66
40
0.1
0.1
10.6
3.9

주: 반올림으로 합계와 세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6). 맥류의 수급에 관한 전망 참고자료; 닛신제분(2015). 제분업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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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제분기업 판매점유율

자료: 닛신제분(2015). 제분업계의 현황.

1.3. 일본 제분 산업의 가격전이
일본은 자국 내 밀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밀을 수입하여 마크업을
더한 가격에 매도하여 실제 제분회사의 제분용 밀 매입가격은 수입가격보
다 훨씬 높다. 제분용 밀의 정부 매도가격은 국제 밀 가격과 해상운임, 환
율 등이 포함된 정부 매입가격에 항만경비를 포함한 총수입가격과 마크업
(수입차익)을 포함하는 구조이다.
2015년 기준 일본 정부의 밀 매도가격은 도입단가의 161% 수준으로 수

입 밀에 대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의 제분용 밀에 비해 61% 높은 가격에
제분사에 공급된다. 도입단가 대비 정부 매도가격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
제 밀 가격 급등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2008년도 밀 국제가격 급등 시 도입단가 대비 정부 매도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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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15%로 국제가격 급등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모습이다. 일본
의 밀 도입단가 추이는 2013년 이후 밀 국제가격의 하락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 달러/톤 단위로 전
환한 한국과 일본의 제분용 밀 도입단가를 비교할 경우 매우 유사한 수준
과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5-11> 일본 밀 수입단가와 정부 매도가격
단위: %, 엔/톤

자료: 일본 총무성. 소비자물가지수(전국),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자료를 재구성.

일본 제분 산업의 가격전이 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밀 도입단가가 아닌
정부 매도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밀가루 가격수준의 국제 비교
시에도 원료 곡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일본의 밀가루 및
밀가루 관련 제품들은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일본 제분업체들의 밀 구매가격이 한국과 대만에 비해 비싼 것이 중
요한 원인이다.
일본 제분업에서 가격전이 형태를 나타내는 밀 정부 매도가격과 밀가루
생산자물가지수(PPI) 추이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 제분업에서 가격전
이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밀가루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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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가지수의 추이는 가격 하락 시보다 가격 상승 시에 더 잘 반영되는 모
습을 보인다.
<그림 5-12> 수입 밀 관련 상품의 가격 추이
단위: 2010=100, 엔/톤

주: 밀가루 PPI와 CPI는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임.
자료: 일본 총무성. 소비자물가지수(전국),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자료를 재구성.

계량 분석 모형을 이용한 일본 제분 산업에 대한 가격전이 형태 분석 결
과55 1차 가공 산업인 제분 산업에서 정부 매도가격 10% 상승 시와 하락
시에 장기적으로 각각 6.8%, 5.7% 반영되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비대
칭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매도가격 → 밀가루 PPI’, ‘밀
가루 PPI → 밀가루 CPI’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장기 비대칭성이 검
증된다. 2차 가공 산업에서 가격전이를 나타내는 ‘밀가루 PPI → 국수 CPI’
와 ‘밀가루 PPI → 빵 CPI’는 원가 상승 및 하락 시에 모두 25% 이상의
가격전이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성이 검증되
지는 않았다.
55

자세한 분석 내용은 <부표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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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일본 제분 산업 가격전이 분석: 장기효과

주: Shin et al.(2014)의 모형을 이용한 계량 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정부 매도가격 → 밀가루 CPI’,
‘정부 매도가격 → 밀가루 PPI’, ‘밀가루 PPI → 밀가루 CPI’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장기 비대칭성
이 검증됨.

일본 제분 산업에서의 단기적 가격전이 형태는 장기적인 전이 형태에 비
해 비대칭성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가격전이 경로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검증되었다. 특히, 일본
제분 산업에서의 가격전이는 장기적인 반영속도가 0.19%/월로 여타 가격
전이 경로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단기효과가 커 비교적 합리적으로 가격이
전이되는 모습이다. 4개월 이내에 반영되는 상승 및 하락 시의 단기적 효과
가 전체 효과(장기효과)의 각각 79.4%, 52.6%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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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일본 제분 산업 가격전이 분석: 단기효과

주: Shin et al.(2014)의 모형을 이용한 계량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모든 가격전이 경로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단기 비대칭성이 검증됨.

이상의 분석 결과와 같이 일본 수입 밀 관련 상품의 가격전이에서도 비
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나라 제분업에서의 가격전이 모습과
비교할 경우 훨씬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상승 및 하락 시에
장기적으로 각각 40%, 30%만이 반영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각각 68%, 57%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인다. 통상적으로 밀가루 생산비의 70% 이상을 밀의 구입
가격이 차지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전이가 훨
씬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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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일본과 우리나라 제분 산업에서의 가격전이 형태 비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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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이용(100회 반복)하여 계산한 90% 신뢰구간을 의미.
2) 일본은 ‘정부매도가격 → 밀가루PPI’, 한국은 ‘수입단가 → 밀가루 PPI’에서의 가격전이를 나타냄.

2. 대만 제분 산업

2.1. 밀 수입 현황
대만은 연간 133만 톤 내외(2011~2015년 평균)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
원산지 비중은 미국산이 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호주가 18%,
그 외 국가들(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등)은 5% 이하이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수입 품종은 14% 및 14.5%의 단백질을 함유하는
DNS(Dark Nothern Spring)와 NS(Northern Spring)가 약 56%를 차지한다.

또 13% 및 12.5% 단백질을 함유하는 HRW(Hard Red Winter)와 NS(Nothern
Spring)가 약 32%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SWW(Soft
White Wheat)이다. 이 외에 호주산은 APH(Australian Prime Hard), 캐나다

산은 CWRS(Canada Western Red Spring)를 주로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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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구입방식은 미국산은 벌크로 구입하나 경우에 따라서 컨테이너로 구
매하기도 하며, 호주산과 캐나다산은 모두 컨테이너로 구매한다. 수입 밀은
대만의 중부지역인 타이중과 남부인 가오슝 항구를 통하며, 대부분의 제분
공장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대만의 곡물 수입방식은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며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대만의
옥수수나 콩 관세는 0%이나 수입 밀에 부과되는 관세는 6.5%이다. 대만의
밀가루 관세는 17.5%(HS코드 1101), 밀로 만든 제품(HS코드 1902)에는
20~22%의 높은 관세를 책정하는데 이러한 관세 구조는 대만의 밀가루 수

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만의 제분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6> 대만 밀 수입량 및 수입액 추이

자료: 대만 관세청 홈페이지(http://eweb.customs.gov.tw/: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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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대만 국가별 밀 수입량 비중 추이

자료: 대만 관세청 홈페이지(http://eweb.customs.gov.tw/: 2016. 10. 6.).

2.2. 제분 산업 연혁
1949년 임시정부가 대만으로 이전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밀가루 수요

급증으로 일제강점기 남겨진 8개의 밀가루 가공 공장을 보수하여 밀가루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부족한 밀가루는 ‘미국원화공서(美國援華公
署)’에서 지원한 밀가루로 충족하였다. 1950년 6월 이후부터 소량의 밀이

수입되어 ‘기륭제분공장(基隆粉料廠)’이 가장 먼저 가공 허가를 획득하였
고 그 다음 해부터 기륭제분공장은 밀 일부를 기타 민간 제분공장으로 배
분하면서 대만의 초기 제분 산업이 형성되었다. 1952년에는 ‘대만밀가루산
업동업공회’가 설립되어 14개의 공장이 참여하였다. 이후 35개 공장으로
급격하게 제분 산업이 성장하자 대만 정부는 1954년 8월 ‘밀가루 밀분배
관리방법’56을 공포하는 등 제분공장 설비기준을 제정하고, 새로운 제분공

56

여기서는 제분공장의 생산능력, 기기설비, 저장설비, 안전조치, 위생설비, 밀가루
표준화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138

해외 식용곡물 가공 산업 현황과 시사점

장 설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6년에 미국이 대만에 밀가루 지원을 중단하자 제분공장은 자유롭게

밀을 수입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가공공장 개설 제한과 관련된 제도도 폐지
되어 자유경쟁 단계로 진입하였고, 제분공장 수는 4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유수입이 실시된 초기에는 밀가루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 가격
할인 경쟁으로 제분공장 수익성이 악화되자 생산량이 감소하고, 다시 공급
량 감소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에 대만정
부는 수입량 조절을 위해 수입량을 국무국(國貿局)에 보고하여 심사하는
‘조절신고(協調申報)’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각 제분공장의 가공능력

을 고려하여 수입량을 조정하여 배분하였다. 이때 제분공장 설비 과다로
가동률은 25% 이하로 매우 낮아 중소형 제분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설비를 인수하여 제분사 규모가 확대되었다.
1970년 대만정부는 밀, 보리, 옥수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대중물자수

입법(Commodity Import Regulation)’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밀가
루공회에서 밀에 대한 공동구매를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곡물가격 변동
성 심화에 따른 물가인상 우려로 ‘밀가루안정가격기금(Flour Stabilization
Fund)’을 설립하여 밀가루 가격을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국제곡물가격이 안

정된 1975년 5월 폐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3년에 이르러 각 제
분공장의 생산능력이 경제성을 갖춘 규모로 재정비되었다.

2.3. 제분 산업 현황
2004년에는 대만의 밀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인수합병을 통해
2007년 제분공장은 30개로 감소하였다. 대만의 제분 산업은 우리나라와 일

본에 비해 집중도가 낮은 모습을 보인다. 2010년 기준 1위 업체의 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17%로 크지 않은 점유율을 보이며 상위 3개 업체 점유
율도 4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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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대만 제분업 생산량 기준 점유율

자료: 대만 제분협회(TFMA: Taiwan Flour Miller’s Association)(2011).

대만의 제분업은 과잉설비로 인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현재
까지 인수합병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현재 대만은 총 21개 제분업체가
있으며, 각 업체는 한두 개의 제분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5-6> 대만 제분업체별 생산량
제분업체 명
Lien Hwa(롄화) flour Mill
Top Food Flour Mill
Uni-President Enterprises Corp.
Hong Ming(홍밍) Flour Mill
Chia Fha(챠파) Flour Mill
Kuo Cheng(쿼쳉) Flour Mill
Thai Cheng(타이쳉) Flour Mill
Tai Ho(타이호) Flour Mill
Tung Yang(퉁양) Flour Mill
Chiao Thai Hsing(챠오타이힝) Flour Mill
기타

생산량(MT)
130,557
93,276
82,885
66,518
58,254
53,123
51,540
36,370
32,898
30,918
129,943

자료: 대만 제분협회(TFMA: Taiwan Flour Miller’s Association)(2011).

비중
17%
12%
11%
9%
8%
7%
7%
5%
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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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일본은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 및 대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곡물 수입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상이하다.
우리나라 및 대만은 밀가루, 전분 및 식용유가 식품소재 산업으로 사용되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크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관세가 낮고, 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거의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자국산 원료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수입 원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자국 내 원료작물 생산비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밀가루, 전분당 원가는 국제곡물가격에 마크업을 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및 대만에 비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분 산업에서의 가격전이 모습을 비교하면 비슷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도 일본 제분업에서의 가격전이 모습이 더 합리적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제분업도 상위 4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75%
를 상회하나 가격전이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모습이다.
즉, 동일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서로 다른 시장성과를 보이는 예로 폐업 등
이 자주 발생할 만큼 일본 제분업의 경쟁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제분업체의 밀 구매가격은
정부 판매가격으로 대중에 공개되어 소비자단체 등의 모니터링이 용이하
다는 측면도 가격전이가 잘 이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우리나라는 매년 제분용 밀 227만 톤, 가공용 옥수수 204만 톤, 채유용
콩 9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농산물 생산액과 비교할 경
우 국내 우유 생산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2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따라
서 이러한 식용곡물의 식품 제조업 및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식용 수입곡물이 식료품 제조업 및 여타 제조업의 소재로 사용되
어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입 관세를 매우 낮게 설정하여 물가안정을 기하고 있다.
일본은 관세 및 국영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
나라는 낮은 관세율로 자유로운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국내 물가
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시카고학파와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구조 및 성과에 관한 논의는 불
완전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잠재적 경쟁자, 구매자 대응력 및 소비자로부터
의 경쟁압력으로 좋은 시장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구매자 대응력과 소비자의 모니터링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압력이 핵심으로, 이는 시장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장구조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시장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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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서 정보공개 및 정확성은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제분업은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도 가격전이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합리적 모습을 보인다. 일본 제분업도 상위 4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7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격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좋은 모습이다. 즉, 동일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서로 다른 시장성과를
보이는 예로 우리나라 수입곡물 가공 산업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채유용 콩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비대
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났다. 1차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2차 가공 산업
및 소매 부문에서도 장기 혹은 단기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에서의 수입단가가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
는 추이를 보면 세 산업 모두 2013년 이후의 수입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의 물가관리정책 및 사회적 압력으
로 가격인상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기준가격에 관한 것
으로 할인 등의 방법으로 실질가격의 전이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곡물 산업의 1차 가공 산업인 제분, 전분당, 채유 산업은 성숙된 시
장으로 시장규모의 성장률이 낮으며 설비가동률도 낮은 모습을 보인다. 해
당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사례가 제한적이며, 퇴출 사례도 거의 없어 비교
적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이 제분 74.1%, 전분당 86.0%, 식용유지 62.8%
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근접했거나 초과하는 과
점적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교섭력이 큰 업체와의 B2B 거래 비중이 높아
과점적 구조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구매자 대응력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
이다. 과점적 시장구조에도 B2B 거래에서의 높은 구매자 대응력, 크지 않
은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할 경우 세 시장 모두 과점적 경쟁 시장으로 판단
된다. 다만, 전분당 시장의 경우 집중도와 영업이익률이 여타 시장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쟁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콩 채유 산
업이 속한 식용유지 시장은 단순가공 및 재판매를 통한 진입이 비교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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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만큼 경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단정적인 판단이 매우 어렵다.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
이 여타 분야도 겸업하는 반면, 시장구조 및 성과 분석의 주요지표인 매출
액 점유율, 수익률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 보고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분리 작성되지 않아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정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주요 원료 곡물인 밀, 옥수수, 콩의 국제가격과 수입
단가 자료는 공개되어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
자 모니터링으로 인한 잠재적 경쟁압력이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 개선 방향

2.1. 시장기능 활성화
우리나라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은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나 비교적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이므로 시장기능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시장성과의
개선이 가능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학 이론 및
일본의 사례를 통해 동일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시장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규제 및 간섭은 필연
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기능에 의존하여 시장성과
의 개선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가격 및
산업구조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는 대신 곡물 수입단가, 생산물 가격 등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 및 홍보하여 소비자 및
전방 산업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들 산업의 원가구조는 원료 곡물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구
조로 여타 산업에 비해 원가변동요인의 관찰이 용이한 만큼 이러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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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시장견제는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식용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은 시장기능으로 인한 성과 개선이 가능할 정도로 시장의 경쟁토
대가 마련되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경쟁 활성화가 효율적인
시장성과 개선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정보공개 의무화
과거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은 국민경제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
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여타 산업과 같이
시장기능에 의존하게 되었으나 식품소재 및 물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여전
히 점유하고 있다. 수입곡물 가공 산업은 식품소재 산업에서의 중요성 및
물가관리 목적으로 원료 곡물 수입에서 매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혜택
을 받아왔다. 물가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서 경쟁
이 활성화되거나 적절한 경쟁압력이 존재하여 낮은 관세율의 적용 효과가
높은 기업이윤으로 귀착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의 정착
이 필요하다.
제분, 전분당, 채유 등 1차 수입곡물 가공 산업은 원료 곡물 매입가격,
상품 출하액 등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불완전한 시장
구조하에서도 진입장벽, 매몰비용, 소비자나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모니
터링 압력 등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성과 발생이 가능하다. 국내 밀
제분, 옥수수 전분당, 콩 채유 산업은 과점적 구조로 인한 시장지배력 남용
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산업 내 경쟁이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여러 업종을 겸하면서도 곡물 1차 가공
품에 대한 분리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장행위
및 성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성과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 의무가 부관된 미국의 축산업에서의 사
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윤추구에 따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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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이의 비대칭성 문제 시정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축산물 가격 의무
보고 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of 1999)｣을 시행하였다. 각 유
통단계별 주체들은 축산물의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정보를 농무부
(USDA)에 보고하고 농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이다.

2.3.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및 홍보 강화
원료 곡물 국제가격, 생산물에 대한 물가수준 등의 정보의 정확성을 개
선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홍보강화로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견제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제분, 전분당, 채유 산업은 원료 곡물의 원가 비중이 높
아 원료가격추이와 생산물 가격 추이를 비교하는 정도로 가격전이 형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행된 정부
의 물가관리정책으로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이 어려운 구조가 정착되
었다. 따라서 업체들은 원가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요인에 대해 기준가격은
유지한 가운데 할인 등의 방법으로 실질가격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물
가지수와 실제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주기적인 시장구조 및 성과 평가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대한 줄이되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를 주기적인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현황 평가를 통해 점검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 수입곡물 관련 산업은 이미 자율화되어 시장기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점적 시장구조로 시장지배력 행사 여지가 존재한다. 규모
의 경제,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할 경우 신규진입 촉진 등에 의한 경쟁 활
성화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경쟁을 유발하여 산업의
전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기적인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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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식별하고 정보공개 의무부과, 대국민 홍보 등의 잠재적 경쟁압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과점적 구조 등으로 시장지배력이 의심될 경우 주기적인 산업 경
쟁평가를 수행하는 사례로 통신업 분야의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
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 및 막대한 통신설비의 구축
비용 등의 문제로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는 통신 시장(주로 유무선 전화
시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
쟁상황 평가 결과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의심될 경우 신규사업자 진입, 회
계정보 공개, 가격설정 등에 대한 규제 도입의 근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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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1> 식용곡물 수입단가 결정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Diff(log(수입단가))

설명변수
lag=3
lag=4
단기영향

Diff(log(선물가격))
lag=5
lag=6
log(수입단가)

lag=1

log(선물가격)

lag=1

장기영향

수입국다변화

HHI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절성
7월
8월

밀
0.107**
(0.044)
0.181***
(0.038)
0.251***
(0.043)
0.090*
(0.047)
-0.075***
(0.025)
0.065***
(0.024)
0.101
(0.116)
0.011
(0.014)
0.004
(0.015)
0.006
(0.014)
0.012
(0.015)
0.029**
(0.014)
0.012
(0.015)
0.033**
(0.013)
0.007
(0.016)

9월
10월
11월
12월

0.012
(0.012)
0.042***
(0.013)
0.022
(0.017)

옥수수

0.103**
(0.050)
-0.009
(0.048)
0.216***
(0.047)
-0.095***
(0.028)
0.088***
(0.027)
0.051**
(0.026)
0.013
(0.016)
0.013
(0.013)
0.045***
(0.016)
0.039**
(0.017)

0.020
(0.017)
0.017
(0.015)
0.002
(0.016)
0.021
(0.017)
0.027
(0.021)
0.026*
(0.014)
0.008
(0.013)

콩
0.155**
(0.064)
0.199***
(0.055)
0.115**
(0.048)

-0.094***
(0.026)
0.085***
(0.023)
-0.012
(0.031)
0.030
(0.021)
0.008
(0.020)
0.021
(0.021)
0.017
(0.022)
-0.003
(0.022)
0.025
(0.022)

0.007
(0.028)
0.017
(0.023)
0.018
(0.021)
0.040*
(0.021)
0.0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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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설명변수

밀

종속변수: Diff(log(수입단가))
옥수수

lag=1
AR
lag=7
ARMA

-0.155*
(0.091)
-0.651***
(0.167)

lag=1
MA
lag=3
상수항
sigma
AIC
BIC
PortmanteauQ-값(lag=40)
(p-값)
관측치수
주: (

콩
0.386**
(0.185)

0.020
(0.063)
0.035***
(0.002)
-674.7
-607.1
49.4
0.148
185

0.128*
(0.068)
0.034
(0.066)
0.043***
(0.002)
-601.4
-537.0
36.9
0.613
185

0.057
(0.072)
0.037***
(0.002)
-652.5
-584.7
45.9
0.240
186

)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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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식용곡물 수입량 결정요인 분석 결과
설명변수

∆ (log(전기수입량))

lag=1
lag=4

∆ log(선물가격))
lag=5
선물가격
lag=4
변동성
lag=5
lag=4

∆ (log(BPI))
lag=5
통제변수

∆ (log(환율))

lag=0

∆ (log(GNI))

lag=0
lag=1
lag=2

종속변수: ∆ (log(수입량))
밀
옥수수
-0.837***
-0.332***
(0.065)
(0.084)
0.214
(0.130)
-0.145
(0.136)
-0.870**
(0.406)
-0.826
(0.553)
-0.070
(0.049)
-0.001
(0.038)
-0.990***
-0.600*
(0.353)
(0.312)
0.501
1.129**
(0.435)
(0.543)
-0.500***
(0.096)
-0.205**
-0.175*
(0.089)
(0.096)

lag=3
AR
lag=4
ARMA

lag=5
lag=6

lag=2

sigma
AIC
BIC

-1.572***
(0.609)

0.086
(0.074)

-1.077**
(0.527)
0.220
(0.765)
-0.570**
(0.287)
-0.706***
(0.085)
-1.061***
(0.193)
-0.640***
(0.197)
-0.566***
(0.109)
-0.264**
(0.128)

-0.658***
(0.098)

lag=3
상수항

-0.579**
(0.279)
0.034
(0.247)

-0.828***
(0.061)

lag=1
MA

콩

-0.003
(0.004)
0.238***
(0.011)
17.1
52.6

-0.003
(0.003)
0.260***
(0.013)
47.8
80.0

0.735***
(0.133)
-0.001
(0.009)
0.299***
(0.014)
109.5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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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종속변수: ∆ (log(수입량))
옥수수
콩
36.5
39.6
34.7
Portmanteau Q-값(lag=40)
(p-값)
0.629
0.487
0.706
관측치수
185
184
185
주: ( )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설명변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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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수입 밀 가치사슬에서의 가격전이 분석
전체 가치사슬
구

분

상수항
  

공적분 관계
 
 

밀 수입단가
→
CPI
0.156*
(0.085)
-0.039*
(0.022)
0.008
(0.015)
0.002
(0.015)

∆  
∆  

AR항

1차 가공 산업
밀 수입단가
→
밀가루 PPI
0.279**
(0.107)
-0.069**
(0.027)
0.028*
(0.016)
0.021
(0.014)
-0.152**
(0.070)

0.166**
(0.070)

∆  
∆  

-0.188***
(0.071)

∆
∆ 
∆ 

시차
분포항

0.240***
(0.065)
0.205***
(0.071)

0.203***
(0.058)
0.241***
(0.058)

0.016
(0.070)

∆ 
∆ 

단기
효과
공적분검정
비대칭성검정

0.135***
(0.045)
-0.080*
(0.045)
-0.114**
(0.044)
0.205***
(0.053)
0.832***
(0.061)

∆ 
∆

장기
효과

밀가루 PPI
→
밀가루 CPI
0.442***
(0.144)
-0.112***
(0.037)
0.138***
(0.046)
0.151***
(0.054)





 



0.015
(0.079)
0.202

0.403***

0.310**
(0.137)
0.579***
(0.139)

1.233***

2차 가공 산업
(소매 부문)
밀가루 PPI
→
빵 CPI
0.062
(0.042)
-0.015
(0.010)
0.008*
(0.004)
-0.007
(0.013)
0.269***
(0.063)

밀가루 PPI
→
국수 CPI
0.426***
(0.156)
-0.110***
(0.041)
0.100***
(0.036)
0.040
(0.041)

-0.117*
(0.063)

-0.138**
(0.065)
-0.128**
(0.063)

0.157***
(0.023)

0.633***
(0.094)

0.057
(0.055)

0.510

0.153
(0.216)
0.911***

0.039

0.301**

1.353***

-0.440

0.365

0.445***

0.444***

1.036***

0.157***

0.633***

0.015

0.016

0.889***

0.057

0.153

-1.81
1.99

-2.61
2.87

-3.05
3.19

-1.49
2.49

-2.72
2.68



4.19**

7.79***

0.53

3.85*

4.39**



10.48***

12.08***

0.48

2.7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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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체 가치사슬
구

검정
통계량

분

 -통계량
(p-값)

밀 수입단가
→
CPI
24.85
0.971

1차 가공 산업
밀 수입단가
→
밀가루 PPI
46.21
0.231

2차 가공 산업
(소매 부문)
밀가루 PPI
밀가루 PPI
→
→
밀가루 CPI
빵 CPI
34.62
26.72
0.711
0.947

밀가루 PPI
→
국수 CPI
43.21
0.336

주 1)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함을 의미.
2)           을 검증하는 t-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각 –2.91, -3.21이며,

       을 검증하는 F-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각 4.78, 4.14임. 여기서 k는 공적분 관계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개수로 ±
 의
경우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짐.
3)  은    (=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이며,  은 귀무가설.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을 나타냄.

4)  -통계량은 시차 40까지의 Portmanteau  -통계량을 나타내며, 오차항이 백색잡음 과정을 따른
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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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수입 가공용 옥수수 가치사슬에서의 가격전이 분석
전체 가치사슬
구

분

상수항
  

공적분 관계

 
 
∆  

AR항

옥수수
수입단가
→
물엿 CPI
0.365***
(0.101)
-0.092***
(0.025)
0.037***
(0.008)
0.020***
(0.007)
-0.249***
(0.068)

옥수수
수입단가
→
전분 PPI
0.610***
(0.128)
-0.152***
(0.032)
0.464***
(0.010)
0.023***
(0.006)
0.259***
(0.067)

∆  
∆

시차
분포항

0.085**
(0.041)

∆ 
∆

2차 가공 산업
(소매 부문)

1차 가공 산업

0.066**
(0.028)
0.056*
(0.029)
0.009
(0.030)

옥수수
수입단가
→
과당 PPI
0.216***
(0.077)
-0.051***
(0.018)
0.013***
(0.005)
0.008*
(0.004)

0.107
(0.073)
0.050**
(0.025)

옥수수
수입단가
→
물엿 PPI
0.634***
(0.131)
-0.153***
(0.032)
0.048***
(0.009)
0.032***
(0.007)
0.203***
(0.068)

물엿 PPI
→
물엿 CPI
0.303***
(0.087)
-0.075***
(0.022)
0.109***
(0.029)
0.079
(0.050)
-0.230***
(0.067)

0.089***
(0.028)

0.024
(0.031)
0.013
(0.029)
0.311***

0.393***
(0.124)
0.041
(0.218)
0.131
(0.218)
1.459***

장기
효과



0.077*
(0.044)
0.404***

0.306***

0.039
(0.027)
0.255***



0.215**

0.151***

0.160***

0.212***

1.051

단기
효과



0.085**

0.122***

0.050**

0.089***

0.393***



0.077*

0.009

0.039

0.037

0.171

-3.63
7.58

-4.77
7.81

-2.81
3.08

-4.84
8.65

-3.48
4.87



60.65***

323.90***

15.03***

125.50***

0.60



0.02
41.16
0.42

4.64**
31.41
0.83

0.09
39.72
0.48

1.02
30.62
0.86

0.48
40.00
0.47

∆ 

공적분검정
비대칭성검정
검정
통계량

 



 -통계량
(p-값)

주 1)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2)           을 검증하는 t-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각 –2.91, -3.21이며,        을 검증하는 F-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각 4.78, 4.14임. 여기서 k는 공적분 관계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개수로 ±

의 경우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짐.

3)  은    (=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이며,  은 귀무가설.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을 나타냄.
4)  -통계량은 시차 40까지의 Portmanteau  -통계량을 나타내며, 오차항이 백색잡음 과정을 따
른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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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채유용 콩 가치사슬에서의 가격전이 분석
구

분

상수항
  

공적분 관계
 
 
∆  

AR항

전체
가치사슬
콩 수입단가
→
식용유 CPI
0.384***
(0.140)
-0.098***
(0.035)
0.029**
(0.114)
0.010
(0.011)
-0.278***
(0.070)

∆
∆ 

시차
분포항

∆

1차 가공 산업
콩 수입단가
→
콩기름 PPI
0.227***
(0.082)
-0.057***
(0.020)
0.021**
(0.009)
0.012
(0.009)
0.139*
(0.072)
0.148***
(0.044)

0.185***
(0.065)
-0.062
(0.056)

∆ 

2차 가공 산업
(소매 부문)
콩기름 PPI
→
식용유 CPI
1.043***
(0.230)
-2.670***
(0.059)
0.180***
(0.042)
-0.114***
(0.033)
-0.254***
(0.070)
0.319***
(0.118)
0.439***
(0.122)

0.033
(0.040)
0.031
(0.036)
0.361***

0.139
(0.210)
0.673***

장기
효과




0.100

0.212

0.427***

단기
효과



0.185***

0.148***

0.758***



-0.062

0.064

0.139

-2.76
2.79

-2.79
2.99

-4.53
6.97



33.68***

13.02***

258.40***



6.59**
41.30
0.41

1.37
45.38
0.26

5.06**
32.82
0.78

공적분검정
비대칭성검정
검정
통계량

 




 -통계량
(p-값)

0.291***

주 1)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2)           을 검증하는 t-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각 –2.91, -3.21이며,        을 검증하는 F-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각 4.78, 4.14임. 여기서 k는 공적분 관계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개수로 ±

의 경우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짐.
3)  은    (=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이며,  은 귀무가설.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을 나타냄.

4)  -통계량은 시차 40까지의 Portmanteau  -통계량을 나타내며, 오차항이 백색잡음 과정을 따
른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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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 일본 수입 식용 밀 가치사슬에서의 가격전이 분석
구분

상수항
  
공적분관계

 
 

전체 가치사슬

1차가공 산업

정부 매도가격
→
밀가루CPI

정부 매도가격
→
밀가루PPI

0.367***
(0.098)
-0.083***
(0.022)
0.049***
(0.011)
0.036***
(0.009)

0.868***
(0.167)
-0.193***
(0.037)
0.130***
(0.026)
0.110***
(0.023)

0.139**
(0.068)
-0.300***
(0.068)

-0.179***
(0.067)

∆  
∆  
AR항

∆  
∆  
∆  
∆
∆ 
∆ 
∆ 
∆ 

시차분포항

∆ 

0.064***
(0.020)
0.033
(0.023)
0.064***
(0.023)
0.043*
(0.022)
0.027
(0.022)
0.053**
(0.022)

0.181***
(0.047)
0.123***
(0.041)
0.162***
(0.044)
0.074*
(0.040)

밀가루PPI
→
밀가루CPI
0.540***
(0.123)
-0.120***
(0.027)
0.104***
(0.021)
0.096***
(0.019)
-0.130*
(0.069)
0.184***
(0.061)
-0.158**
(0.061)
-0.128**
(0.064)
-0.174***
(0.064)
0.298***
(0.038)
0.093*
(0.048)

2차 가공 산업
(소매 부문)
밀가루PPI
→
국수CPI
0.238***
(0.082)
-0.052***
(0.018)
0.016*
(0.008)
0.014
(0.009)
0.283***
(0.070)
0.208***
(0.071)

밀가루PPI
→
빵CPI
0.292***
(0.111)
-0.065***
(0.024)
0.018
(0.011)
0.016
(0.012)

0.149**
(0.058)

0.152***
(0.030)
0.200***
(0.030)
0.059*
(0.031)

0.061*
(0.037)

∆
0.088**
∆ 

(0.039)



0.044**
(0.020)
0.590***

0.134***
(0.039)
0.077**
(0.038)
0.675***

0.086*
(0.050)
0.095*
(0.050)
0.860***

0.298***



0.434***

0.569***

0.795***

0.270***

0.245**



0.284***

0.540***

0.391***

0.059*

0.352***



0.044**

0.299***

0.181***

-

0.061*

∆ 
∆ 
장기효과
단기효과

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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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공정분 검정
비대칭성 검정
검정 통계량
관측치수

전체 가치사슬

1차가공 산업

정부 매도가격
→
밀가루CPI

정부 매도가격
→
밀가루PPI

밀가루PPI
→
밀가루CPI

2차 가공 산업
(소매 부문)
밀가루PPI
→
국수CPI

밀가루PPI
→
빵CPI

 

-3.7593

-5.218

-4.3999

-2.909

-2.6491



6.4606

9.156

8.403

2.9822

3.901

39.25***

33.47***

8.98***

0.70

1.08

9.17***

3.95**

7.48***

3.54*

28.02***

37.37
0.59
186

36.36
0.63
187

55.78
0.05
180

34.71
0.71
189

40.01
0.47
188



 -통계량
(p-값)

주 1)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함을 의미함.
2)           을 검증하는 t-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
각 –2.91, -3.21이며,        을 검증하는 F-통계량(  )의 유의수준 10% 임계값은 k=1,
k=2일 경우 각각 4.78, 4.14임. 여기서 k는 공적분 관계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개수로 ±
 의 경우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짐.
3)  은    (=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이며,  은 귀무가설.
 ∑   
∑   

 를 검증하는 Wald 통계량을 나타냄.

4)  -통계량은 시차 40까지의 Portmanteau  -통계량을 나타내며, 오차항이 백색잡음 과정을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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