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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약 를 차지하는 석유는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50%

주는 필수 자원이나 국내에서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에너

지 수급과 경제 전반은 국제시장 즉 국제원유가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석유제품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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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격유지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어 왔고 년대의 제 차 석유파1970 12․
동 이후 석유수급의 안정화에 중점을 둔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 고시제도를

도입 최고가격을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년대 중반 급락한 이, . 1980

후 낮은 가격대에서 안정세가 유지되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시장가격에 충실한 가격

결정방식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방.

식은 유가자유화를 대비하여 년부터의 정부고시가격의 유가 연동제 방식을1994

도입하였으며 년 월부터 정유회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유가자1997 1

유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즉 정부 관리 하에 있었던 석유제품가격을 생산자. ,

나 유통업자가 공정거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마음대

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가자유화 도입 이후 국내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의 결정과정과 변동의,

공정성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소재로서 이에 대,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유가자유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김영덕.

은 가격 변동에 따른 휘발유의 수요탄력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2001)

유가자유화로 가격 변동 폭은 감소하고 변동 빈도는 증가한다고 상정할 때 휘

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유가자유화 이후에 더 탄력적으로 변화함을 보였다.

김진형 은 수입자유화가 석유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2003)

석한 결과 유가자유화 이전에는 암묵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 석유시장의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가격하락

과 공급증대의 현상이 나타났고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된 년 이후부터는, 2000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보였다 또한 문영석. 은(2004)

도입단가 환율 및 개별 석유제품가격으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 원유도입, VAR ,

가의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의 가격 수요 및 산업의 영향을 가격자유화 시기 이,

전과 이후를 나누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유가자유화 이전에는 개별 석유제품.

의 가격은 뚜렷하게 비용요인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비대칭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기 힘드나 유가자유화 이후에는 도입단가의 상승에 대하여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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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며 그 크기도 하락 때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단가가. ,

상승하는 경우에 소비의 반응 역시 유가자유화 이후에 더 뚜렷하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산업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산업에서 음의

충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세의 지속으로 최근 배럴당 달러 이상의 고유가, 50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원가에 해당되는 국제유가의 변동이 과연 국내 가격에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시점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연구도 진행되었다 손양훈나인강. ․ 은 년부터 년까지(2002) 1991 2000

월별자료를 이용 국내 휘발유가격이 원유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한 결과 유가자유화 이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움직임이 자유

화 이전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게 나타났으며 원유가격보다 환율의 변동에 대

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선아 등. 은 년 월부터(2003) 1988 7

년 월까지의 국내석유제품 공장도가격에 대한 구조변화 검정을 통하여2001 12

국내석유제품가격의 구조가 년 유가연동제의 실시로 변화한 이후 유가자유1994

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였고 경유와 벙커 유에서 원유도입가, -C

변동에 따른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보였으며 오선아허은녕, ․ 에서는 국내(2005)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과 함께 미국 영국에 대한 비대칭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영국은 휘발유와 경유에서 비대칭이 나타난 반면 미국은 대칭적인 조정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석유제품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정유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지만 완전경쟁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가자유화에 따른 국내 정유산.

업의 경쟁도를 구조적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비교하였다 분, .

석 방법론은 제품의 수요함수와 한계비용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가격의 Markup

을 추정하는 대표적 구조모형인 Bresnahan 와(1982) Lau 의 모형을 선택(1982)

하였으며 시장구조의 차이를 수입함수의 투입요소가격 탄력성으로 설명하는 대

표적 비구조 모형인 Panzar and Rosse 의 모형을 선택하였다 분석 자료(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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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대상으로 년 월부터, , 1994 1

년 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별 평균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유가자유화 이2005 6

전 정부고시가격의 유가연동제 기간 년 월 년 월 과 유가자유화, (1994 1 1999 12 )～

이후 기간 년 월 년 월 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가격 제도의 변화(1997 1 2005 6 )～

로 인한 경쟁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론.Ⅱ

산업의 경쟁도 분석에 관한 초기 연구는 산업의 구조 에 따라 기업(structure)

의 행동 이 다르게 나타나고 기업의 성과 에까지 영향을(conduct) (performance)

미친다는 구조 행동 성과 패러다임이 바탕을 이루어 시장집중도를 통한 경쟁도- -

분석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즉 시장집중도가 상승할수록 산업 내의 경쟁이 감. ,

소하고 시장지배력이 커져 균형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므

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집중도.

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시장 구조 지표로서 규모의 경제가 존

재하는 산업의 경우 높은 시장집중도가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항상 일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신산업조직론에서는. Iwata (1974), Appelbaum

(1982), Bresnahan 과(1982) Lau (1982), Panzar and Rosse 등을 통하(1987)

여 시장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한 경쟁도 분석을 위하여 계량경제학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계량경제학적인 경쟁도 분석 방법론은 크게 구조적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방법론은 모두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행동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두 모형의 차이점으로서 구조적 모형은 수요함수와 공급.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가격과 한계비용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산업자료

가 필요한 반면 비구조적 모형은 구조적 모형에 비해 간단하게 기업의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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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으나 변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구조적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각각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구조적 모형으로는 김현욱 을 비롯하여(2003) Steen (1999), Bikker 등의(2003)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Bresnahan 과(1982) Lau 의 방법론 모형 을(1982) (B-L )

이용하였으며 비구조적 모형으로는 이영수김상규․ (1995), Toolsema (2002),

Fischer 등에서 사용된(2003) Panzar and Rosse 의 방법론 모형(1987) (P-R )

을 선택하였다.

구조적 접근 방법 모형1. : Bresnahan-Lau(B-L)

완전경쟁이 성립되는 경우 시장의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결

정되지만 독점시장 형성으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한계수입

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지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높게 된다.

Bresnahan 과(1982) Lau 는 경쟁도의 차이에 따른 균형가격의 차이를 이(1982)

용하여 산업의 경쟁도를 추정하는 구조적 모형 모형 을 제시하였다(B-L ) . B-L

모형은 가격 (P )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Z )로 이루어진 식 의 수(1)

요함수 (Q )로부터 출발한다.

Q = Q(P,Z ; α) (1)

이 때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균형가격은 식 와 같이 한계비(2)

용과 같아지지만 독점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가격은 식 과 같이 한계수입과(3)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독점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존재. ,

하는 경우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과 비교하여 식 의 좌변 두 번째 항이(3)

으로 추가되어진다markup .

P =MC (2)

MR =
∂PQ
∂Q

= P+
∂P
∂Q
Q =M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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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가격 차이를 식 와 같이 정리하여(4) λ를

추정함에 따라 시장지배력과 경쟁도를 나타낼 수 있다.

P =MC -λh(Q,Z ; α), h (Q,Z ; α ) =
∂P
∂Q
Q (4)

즉, λ=0인 경우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아져 완전경쟁시장임을 의미하고,

λ=1인 경우 독점 또는 완전한 담합시장임을 나타내며, 0<λ <1인 경우 독점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모형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외생변수에 의한B-L markup (λ )항의 식

별을 위하여 식 와 같은 조건이 존재한다(5) .

Q =α 0+α PP+α ZZ+α PZPZ+ε (5)

즉, λ를 식별하기 위해서 외생변수와 가격변수의 상호작용항 (PZ )이 수요함

수에 하나 이상 존재할 때 식 와 식 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5) (6) markup

(λ )을 추정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한다.

P =MC-λ[ Q
α P+α PZZ ]+η (6)

비구조적 접근 방법 모형2. : Panzar-Rosse(P-R)

Panzar and Rosse 는 시장의 경쟁도에 따라 투입요소가격의 변동에(1987)

따른 축약형 수입함수 의 변동이 다르게 나타(reduced form revenue equation)

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수입함수의 탄력성을 이용한 산업의 경쟁도를 측정하는

비구조적 모형 을 제시하였다 모형 역시 가격 결정에 있어서 독점시(P-R) . P-R

장과 완전경쟁시장의 차이를 이용한다 먼저 산업의 구조가 완전경쟁을 이루는.

경우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아져 식 식 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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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C(Q,w,t ) = 0 (7)

PQ -C(Q,w,t ) = 0 (8)

위의 두 식을 요소가격 (ω )으로 편미분하면 각각 식 와 식 으로 표현(9) (10)

되어진다.

∂Q
∂w i

=
x i-Q ( ∂x i∂y )
y CC yy

,
∂R C

∂w i
=MC

∂Q
∂w i

+x i (9)

식 를 이용하여 양변에 요소가격을 곱하여 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9)

있다.

∑w i(∂R
C/∂w i) = (C y /yC yy)[∑w ix i -y∑w i(∂x i/∂y )]

+∑w ix i

(10)

식 에서 우변 첫 번째 항은 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비용(10) 0 , (C )을 의미하

므로 식 에 의해 수입(8) (R )과 같아진다 이에 식 과 같이 완전경쟁시장에. (11)

서 요소가격 변동에 따른 축약형 수입함수의 탄력성 (ψ)은 이 됨을 볼 수 있1 다.

ψ *≡∑w i(∂R
*/∂w i)/R

* =
∂R */R *

∂w i/w i
= 1 (11)

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이윤함수를 수입함수 (R )와 비용함

수 (C )를 이용하여 식 과 같이 표현한다(10) .

π = R (Q,Z ) -C (Q,w,t ) = π(Q,Z,w,t ) (12)

이 때 요소가격 w와 (1+h )w에 대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을 식

과 같이 각각(10) Q 0와 Q 1으로 정의하며 그에 따른 수입을 식 과 같이(11)



오선아허은녕․

- 58 -

R 0과 R 1로 표현한다.

Q 0 = argmax Q[π(Q,Z,w,t )], Q 1 = argmax Q[π(Q,Z,(1+h )w,t )]

(13)

R 0 = R (Q 0,Z ) ≡ R
*(Z,w,t ), R 1 = R(Q 1,Z ) ≡ R

*(Z,(1+h )w,t )

(14)

위의 정의에 의해 요소가격이 (1+h )w인 경우 식 와 같은 관계가 성립(15)

하며 비용함수가 w에 대하여 동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6) .

R 1-C(Q 1,(1+h )w,t ) ≥R
0-C(Q 0,(1+h )w,t ) (15)

R 1-(1+h )C(Q 1,w,t ) ≥R
0-(1+h )C(Q 0,w,t ) (16)

또한 요소가격이, w인 경우에 대해서도 정의에 의해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

립한다.

R 0-C (y 0,w,t ) ≥R 1-C (y 1 ,w,t ) (17)

위의 식에 (1+h )를 곱하여 식 과 더하면 식 로 정리되며 이는 식(16) (18)

와 같이 정리된다(19) .

-h (R 1 -R 0 ) ≥0 (18)

(R 1-R 0 )/h = [R * (z,(1+h )w,t )-R *(z,w,t )]/h≤0 (19)

식 는(19) h→∞일 때 식 으로 표현되어 산업이 독점구조를 이루고 있(20)

는 경우 ψ가 음의 값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ψ *≡∑w i(∂R
*/∂w i)/R

* =
∂R */R *

∂w i/w i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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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형은 완전경쟁이 성립하는 경우 요소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함P-R

수의 탄력성의 추정을 통하여 ψ=1인 경우 완전경쟁시장임을 나타내고, ψ<0이

면 독점시장임을 의미하며, 0<ψ<1의 경우 독점적 경쟁시장임을 나타낸다.

실증 분석.Ⅲ

추정 모형과 자료1.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적으로 사용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년, . 1994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을 유가연동제 즉 정부에 의해 규제되었으나1 2005 6 ,

최고가격 고시제와 달리 매월 국제유가에 연동하여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던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과 유가자유화가 실시된 년 월부1994 1 1996 12 1997 1

터 년 월까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제도 변화로 인한 경쟁도의 변화를2005 6

비교하였다.

모형에서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수요함수는 최봉기B-L 와 나인강(1998)

에너지수요전망(2001), 등을 바탕으로 각 유종별 특성에 따라 식(2001)

식 과 같이 정의하였다 계절성을 설명하는 외생변수로는 휘발유(21-1) (21-3) .～

의 여름 휴가철 수요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냉방도일 (CDD )을 사용하였고 겨울,

철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등유와 경유에 대하여는 난방도일 (HDD )을 사용

하였다 또한 석유제품의 소비와 가격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휘발유는. ,

소비자물가지수 (CPI )를 선택하였고 등유와 경유는 산업생산지수, (IPI )를 선택

하여 제품가격과의 상호작용항으로 이용하였다 그 외에도 휘발유의 수요는 가.

계의 소득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산업의 월평균 임금 (Wage )

을 사용하였고 등유는 가정용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경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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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를 포함시켰다 또한 로 인한 수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 IMF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함수에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더미변수1997 10 1998 11

(DUM )를 추가하였다.1)

Q ga = α 1+α 2P ga+α 3CDD+α 4P⋅CPI
+α 5Wage +α 6DUM+ε

(21-1)

Q ke = α 1+α 2P ke+α 3HDD+α 4P⋅IPI+α 5CPI+ε (21-2)

Q di = α 1+α 2P di+α 3HDD+α 4P⋅IPI+α 5PPI+α 6DUM+ε (21-3)

또한 본 모형의 한계 비용을 설명하는 외생변수는 원유도입가, (Oil p )를 사용

하였으며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시 재고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Considine and

Heo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에 재고(2000) B-L (I )를 추가하였다 즉. ,

식 와 같이 한계비용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생산량이 포함되고 생산(22) (Y )량

을 수요량과 재고 (I )의 변화량 합으로 나타내는 항등식 을 추가하였다(23) .

MC = β 1+β 2Y+β 3Oil p+η (22)

Y =Q+I - I (-1) (23)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각 유종별 수요함수와 공B-L

급함수 생산량과 재고의 항등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추정을 통하여 경쟁,

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

GMM 을 이용하였다(General Moment Method) .

모형의 축약형 수입함수의 외생변수로는 석유제품의 수요가 계절성을P-R

나타내므로 모형의 수요함수와 같이 휘발유의 수입함수에는 냉방도일과B-L

그 외의 유종에는 난방도일을 포함시켰으며 수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원유도입,

1) 더미변수의 기간은 나인강 을 참조하시오(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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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형과 모형의 경쟁도 지표< 1> B-L P-R

모형B-L 모형P-R

완전경쟁

독점적 경쟁

독 점

λ=0

0<λ<1

λ=1

ψ=1

0<ψ<1

ψ≤0

량 (Oil q )과 경기종합지수 (CI )를 추가하였다 또한 석유제품 생산의 투입 요소. ,

가격2)으로는 원유를 선택하여 식 와 같이 추정하여 정유산업의 경쟁도를(24)

분석하였다.

R = γ 1CDD,HDD+γ 2Oil q+γ 3CI+ψOil p (2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과 모형의 경쟁도 지표를 비교하면 표B-L P-R <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도1>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2.

모형의 분석 결과1) B-L

유가자유화 이전 정부고시가격의 유가연동제가 이루어졌던 기간의 유종별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에 정리되었다 수요함수의 추정결과 휘발유와B-L < 2> .

경유 제품의 가격 (P )의 계수 (α 2)는 음 으로 추정되어 수요함수가 우하향하(-)

는 기울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의 수요량이 가격 변동에 가장 크

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유의 계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게 나.

2) 임금 에너지 사용가격 등 그 외의 투입요소를 고려하였으나 석유제품의 투입요소의 가격,

중 원유도입가격이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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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가연동제 기간의 유종별< 2> B-L모형 추정결과

변 수 휘 발 유 등 유 경 유

α 1

α 2

α 3

α 4

α 5

Adjusted-R2

812.16 (96.76)*

-4.15 (0.33)*

0.29 (0.06)*

0.05 (0.00)*

151.04 (29.76)*

0.76

677.83 (701.93)

0.67 (1.36)

2.31 (0.09)*

0.05 (0.01)***

-16.92 (10.14)*

0.92

2561.25(1085.25)**

-14.75 (2.50)*

1.45 (0.07)*

0.16 (0.03)*

3.36 (14.55)

0.87

β 1

β 2

β 3

λ

Adjusted-R2

244.13 (14.58)*

-0.07 (0.02)*

0.40 (0.17)*

0.01 (0.01)**

0.97

95.14 (10.51)*

0.09 (0.02)*

1.06 (0.18)*

0.05 (0.02)*

0.85

9.12 (10.72)

0.05 (0.01)*

1.22 (0.19)*

0.13 (0.05)*

0.95

주 는 각각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 **, *** 1%, 5%, 10%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2) ( ) .

타났는데 이는 필수재적인 등유의 특성상 수요가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절성을 설명하는 휘발유의 냉방도일과 그 외 유.

종의 난방도일 계수 (α 3)는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휘발유의 수요는 여름철

에 증가하며 등유와 경유의 수요는 겨울에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등유의

수요가 계절에 따라 가장 크게 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휘발유 수요함수의 상. ,

호작용항의 계수 (α 4)와 월별평균임금의 계수 (α 5)는 모두 양 으로 추정된 것(+)

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가할수록 휘발유의 상대적 가격이 감소함으로 인해 수

요가 증가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등.

유와 경유의 상호작용항 역시 산업생산지수가 높아질수록 제품의 수요량이 증

가함을 보였고 등유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아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함을 보 였,

다.

공급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생산량 (Q )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 (β 2)는 각각

다른 부호로 나타났지만 에 가까운 값으로서 공급함수는 생산량의 변화에 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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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가자유화 이후 석유제품별< 3> B-L 모형 추정결과

변 수 휘 발 유 등 유 경 유

α 1

α 2

α 3

α 4

α 5

α 6

Adjusted-R2

1153.08 (59.35)*

-0.26 (0.09)*

0.28 (0.06)*

0.00 (0.00)

13.60 (15.75)

-57.72 (26.29)**

0.43

2963.92 (691.72)*

-0.03 (0.18)

2.23 (0.10)*

0.06 (0.31)*

-25.34 (7.34)

-

0.85

7194.71 (883.19)*

-1.17 (0.75)***

0.17 (0.05)*

0.02 (0.00)*

-59.02 (11.44)*

364.25 (46.80)*

0.57

β 1

β 2

β 3

λ

Adjusted-R2

453.54 (54.51)*

0.08 (0.04)**

1.04 (0.09)*

-0.12 (0.02)*

0.96

48.83 (28.06)***

0.05 (0.02)**

1.69 (0.10)*

0.00 (<.00)

0.88

46.12 (50.83)

0.00 (0.03)

1.42 (0.10)*

-0.08 (0.04)**

0.94

주 는 각각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 **, *** 1%, 5%, 10%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2) ( ) .

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유도입가에 따른 가격 변동. (β 3)

은 휘발유에서 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등유와 경유에서는 각각 과0.4 1.06

로서 투입요소의 가격 변동보다 크게 반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1.22 .

구의 중심이 되는 항markup (λ )은 모든 유종에서 양 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

유종별로 휘발유의 추정결과는 로서 완전경쟁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었으0.01

나 등유의 지표는 경유의 지표는 으로 유가연동제 기간의 정부 가격0.05, 0.13

고시로 인해 제품의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다소 높게 책정됨으로써 시장지배력

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유가자유화의 실시 이후 기간의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모형의 분석B-L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모든 유종의 결과에서 가격에 의한 수요량 변화< 3> .

와 계절 변동에 따른 수요량 변동계수가 유가연동제에 비해 작게 나타나 유가

자유화 도입 이후 수요량의 탄력성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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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 있어서는 자유화 이전과 동일하게 경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로-1.17

서 가격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유 수요의 난방,

도일 계수는 으로서 다른 유종에 비해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2.23

타났다 또한 유가자유화 기간 분석에 있어서 추가한 더미변수의 계수는 휘발. ,

유에서 로 나타나 기간에 수요가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경유에서-57.52 IMF ,

로 나타나 기간에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보였다364.25 IMF .

공급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생산량의 계수는 유가연동제 기간과 동일하게 에0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가격 결정에 있어 생산량이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였

다 그러나 원유도입가에 의한 가격의 탄력성은 모든 유종에서 유가연동제에 비.

하여 크게 나타났다 원유도입가 변동의 만 반영되었던 휘발유 가격은 유가. 40%

자유화 이후 원유도입가의 계수가 로서 비용의 변동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1.04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등유와 경유의 계수는 와 로 추정되어 원. 1.69 1.42

유도입가의 변동에 비해 크게 제품가격이 반응함을 보였다 경쟁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등유를 제외한 모든 유종에서 음의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유.

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정유산업 내의 경쟁 증가로 인해 한계비용보다

다소 낮게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휘발유 가격의 추정결과 이 로 나타나 가격결정에 대한 일반markup -0.12

적인 의문과는 달리 매우 경쟁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모형의 분석 결과2) P-R

모형을 이용한 유가연동제 기간의 분석결과는 표 와 같이 모든 유종P-R < 4>

에서 원유도입가의 변동에 대한 탄력성 (ψ)이 모두 완전경쟁시장을 나타내는 지

표 (ψ=1)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정부의 고시가격으로.

인해 정유산업의 가격이 독점적 경쟁으로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종별 비교.

에 있어서는 휘발유 시장의 경쟁도 지표는 로 추정된데 비해 경유의 탄력0.55

성은 로 완전경쟁에 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나 등유의 탄력성은 유의하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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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가연동제 기간의 석유제품별< 4> P-R모형 추정결과

변 수 휘 발 유 등 유 경 유

ψ

γ 1

γ 2

γ 3

Adjusted-R2

0.55 (0.30)***

0.09 (0.03)*

0.70 (0.09)*

2.02 (1.25)

0.62

0.52 (0.75)

0.33 (0.03)*

0.39 (0.22)***

5.08 (3.12)***

0.84

0.78 (0.28)*

0.05 (0.01)*

0.65 (0.28)*

2.49 (1.17)**

0.79

주 는 각각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 **, *** 1%, 5%, 10%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2) ( ) .

지 않게 나타나 등유의 수입이 원유도입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계절성에 따른 수입의 탄력성 (γ 1)은 모든 유종에서 양 으로 나타(+)

나 계절별 수요량의 변화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탄력성

이 등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등유의 판매량이 계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의 판매량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도입량에 의한 탄력성 (γ 2)은 모든 유종에서 보다 작게 나타나 규모의1

경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종합지수의 변동에 의한 휘. ,

발유 등유 경유의 계수, , (γ 3)는 각각 로서 석유제품 판매로2.02, 5.08, 2.49

인한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등유에 있어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유가자유화 이후 정유산업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에 정리한 바와 같이< 5>

모든 유종에서 원유도입가에 의한 탄력성 계수는 유가연동제에 비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유가자유화 도입으로 인해 국내 정유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의 경쟁도 지표는 으로 유가자유화 이후에. 0.70

도 여전히 독점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반면 경유의 경쟁도

지표는 로 완전경쟁시장에 매우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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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가자유화 이후 석유제품별< 5> P-R모형 추정결과

변 수 휘 발 유 등 유 경 유

ψ

γ 1

γ 2

γ 3

Adjusted-R2

0.70 (0.07)*

0.07 (0.02)*

0.80 (0.02)*

-0.09 (0.26)

0.64

0.31 (0.18)*

0.28 (0.02)*

1.01 (0.05)***

-1.22 (0.64)***

0.78

0.95 (0.09)*

0.00 (0.01)

0.82 (0.03)*

-0.68 (0.33)**

0.61

주 는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2) ( ) .

한 등유의 결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던 유가연동제 기간과 달리 로 유의, 0.31

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던 등유의 소비가 감소함으

로써 필수재적인 성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휘발유의 냉방도일 계수 및 등유와 경유의 난방도일 계수는 유가연동제 기간

에 비해 작게 나타나 계절에 따른 가격 수입의 변동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었

다 반면 원유도입량에 의한 탄력성은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여 점차 규모의 경.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등유의 탄력성이 인 것을 제외하고는1.01

보다 작게 나타나 아직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1 .

또한 유가자유화 기간의 경기종합지수에 따른 탄력성은 모두 음수로 나타나 경,

기가 좋아질수록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Ⅳ

본 연구는 정유산업의 경쟁도를 구조적 모형 모형 과 비구조적 모형(B-L )

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가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P-R )

가연동제 기간과 유가자유화 기간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은.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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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제 기간의 석유제품 가격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였으나 유가자유화 도

입 이후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다르게. P-R

모형의 분석결과는 모든 기간에서 국내 정유산업이 독점적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가자유화 도입으로 인하여 경쟁도 지표가 증가함으로써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모형에 따라 국내 정유산.

업의 경쟁도는 다르게 추정되었으나 유가자유화의 도입을 통해 국내 정유산업

에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유종별 비교에서는 모형의 분석 결과 오선아허은녕B-L ․ 의 연구 결(2005)

과와 동일하게 휘발유의 경쟁도가 가장 높고 경유의 경쟁도가 가장 낮음을 보

였다 이를 통하여 원유도입가 변동에 따른 비대칭적 조정이 제품가격의.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분석 결과markup . P-R

는 휘발유의 경쟁도가 경유에 비해 낮게 나타나 비대칭성과 시장구조의 관계는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등유의 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 ,

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필수재적인 성질에 의해 수

요와 가격의 탄력성이 모두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도 증가는 유가자유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의 이

동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입정유사의 국내진출 증가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년 이후 작년을 제외한 수입정유사의 시장점. , 2000

유율은 매년 배 이상 상승함으로써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에2

경쟁을 유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가 상승. , 2002

추세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유산업

은 노출되어 있는 세 유종의 가격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추후 타 유종에 대한 시장지배력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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