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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18, 647 thousand tons of eggs were produced and consumed. However, the issue of 
pesticides used for egg in 2017 made Korean consumers worry about the food safety of 
eggs, and the volume of egg consumption decreased. The Korean egg industry also has 
another problem due to an unclear and inefficient marketing structure at the farm level. This 
marketing situation of eggs at the farm level in Korea needs a large-scale restructuring of 
the market structure, including introducing an EPC (egg processing center).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an EPC has been discussed by government officers and specialists, but the 
social benefit of an EPC, which will be the driving point for approving an EPC, has not been 
measur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 of introducing an EPC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using 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a few findings are 
presented. First, the introduction of an EPC may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price discovery 
and decrease the transaction cost. And thus, it results in a higher producer price, lower 
consumer price, and larger quantity at market equilibrium. Second, an EPC will improve the 
level of food safety of eggs, which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domestic producers and 
consumers. Third, the introduction of an EPC may create new consumption of eggs. Based 
on these three effects, the new social benefits in monetary terms from the introduction of an 
EPC in Korea could be 23.9 - 35.2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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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계란산업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란 생산량이 2018년 기
준 64만 7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MAFRA, 2019). 계란 소비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계란산업은 2017년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계란의 산지 유통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지
적에 따라 계란 산지에 계란유통센터(EPC, eggs processing center)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 계란유통센터는 산지 산란계 농장에서 수집된 계란을 한곳에 모아서 일련의 과
정을 통해 계란 상품을 공급하는 산지유통센터로 계란의 식품 안전성 수준을 높이고 계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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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계란유통센터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에 과연 

센터의 건립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지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계란 시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는데, Baek et al. (2012)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계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호도를 분석하였고, Kim et al. (2015)은 계란의 속성가격을 분석하여 인증 축산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
으며, Yu and Yang (2018)은 살충제 파동으로 이슈가 되었던 계란의 잔류 농약 검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
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적용될 부분균형모형의 하나인 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에 대한 선행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는데, Kim and Jang (2008)과 Kim and Han (2019)은 각각 한미 FTA 협정이 우리나라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음식점 메뉴에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EDM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Yoo et al. (2018)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계란 시장과 계란 소비 등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계란의 산지단계에서 유통센터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연구
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EDM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편익을 계산
하였으며, 그 과정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접근하
기 위해 EDM 모형 외에 선행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셋째, 이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편익을 근거로, 계란유통센터 건립에 주는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계란의 산지 유통 개선을 위해 계란산지유통센터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이론적 방법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지에 설립되는 계란유통센터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부분균형
모형의 하나인 EDM 모형을 적용하도록 한다. EDM 모형은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외생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한 모형으로 모형의 함수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계측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적
용된 EDM 모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QF = QF(PF|ZS)                (1)
PW = PF + MW              (2)
PR = PW + MR              (3)
QR = QR(PR|ZD)              (4)
QR = Q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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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은 계란의 공급함수로 계란 공급량(QF)은 산란계농가의 농가수취가격(PF)의 함수로 정의되는데, 여기에 있
는 ZS는 공급곡선을 이동(shift)시키는 외생변수를 의미한다. 식(2)는 도매단계에서의 가격식으로 도매가격(PW)은 

산지가격(PF)에 유통마진(MW)을 더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식(3)은 소매단계의 가격식으로 소매가
격(PR)은 도매가격(PW)에 유통마진(MR)을 더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식(4)는 계란의 수요함수로 수요량
(QR)은 자체가격(PR)의 함수로 표현되고, ZD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로 설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식(5)는 

수급균형식을 의미한다.

이상의 식(1) - 식(5)를 각각 전미분(totally differentiating)하여 탄성치(elasticity) 형태로 변환한 결과는 다음 식(1)� - 
(5)�와 같이 정리된다.

EPF = (1/ϵ ) EQF              (1)�
 E: 변화 크기(percentage change), ∊: 공급의 자체가격 탄성치

EPW = RW
F EPF + RW

M EMW             (2)� 

 RW
F ( = PF / PW) :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의 비율

 RW
M ( = MW  / PW) : 도매단계 유통마진과 도매가격의 비율

 EMW: 도매단계 유통마진 변화율

EPR = RR
WEPW + RR

MEMR              (3)�

 RR
W( = PW/ P R)  : 도매지가격과 소매가격의 비율

 RR
M( = MR  / P R)  : 소매단계 유통마진과 소매가격의 비율

 EMR: 소매단계 유통마진 변화율

EQR = ηREPR + EZD              (4)�

	 ηR: 수요의 자체가격 탄성치

 EZD: 수요량의 변화율

EQF = EQR               (5)�

분석 자료
우리나라 계란산업의 산지 유통 개선을 위해 연간 3억 개의 계란을 취급할 수 있는 계란유통센터를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도록 하기 위해, 모형분석의 초기 값을 Table 1과 같이 가정하도록 한다. 먼저 연간 

3억 개 계란에 대한 물량 (소비량, 공급량) 변수로 1 개당 64 g을 적용하여 19,200톤으로 설정하였다. 가격변수로는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조류독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과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 유통단계
별 가격에 대해 각각 농협경제지주(농가 수취가격, 도매가격)와 농수산물유통공사(소매가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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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모형 분석에 적용된 모수값과 탄성치가 Table 2와 같이 적용되었는데, 여기서 설정된 탄성치는 Jeong 

et al. (2012)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탄성치를 일정 범위로 설정하여 해당 

범위내의 수치들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최근 10년 자료를 이용하여 탄성치를 추정한 결과, 탄성치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성치들의 범주에 들어와 분석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대상 효과
계란유통센터 설립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편익을 계측하기 위해 3가지 분석 대상 효과를 설정하였다. 먼
저 분석효과 1은 공급측면의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계란유통센터가 설립되어 계란의 거래기준가격 발견
(price discovery)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거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자 편익 증가를 계측하는 것으
로, 생산자 편익 증가에 따른 산지 - 도매단계의 거래비용(EMW)이 5% 감소하는 경우의 편익 증가분을 계측하였다.

분석효과 2는 계란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계란 유통과정에서의 위생과 식품안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편익을 계측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관련 연구인 Ji et al. (2017)에 의하면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으로 인한 소
비 감소 폭이 46%에 달하고 산지가격이 32% 하락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식품안전성 이슈를 계란유통센
터가 사전에 방지할 경우 예방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편익으로 계측하였다. 이 편익은 산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효과 3은 계란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개선된 유통 및 소비 여건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어 발생하는 편익을 계
측하였다. 관련 연구인 Kim et al. (2016)에 의하면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용자의 신규 

수요(EZD)가 5%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계란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신규 수요 유발 효과를 

계측하였다.

Table 1. Initial values for EDM.	 	 	 	 	 	 	 Unit: ton, won·kg-1

Variables Values Source
QR (= QF) 19,20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9)
PF 1,723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2019)
PW 1,930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2019)
PR 2,860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 (2019)
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QR, consumption of egg; QF, production of egg; PF, producer price; PW, 
wholesale price; PR, retail price.

Table 2. Parameters and elasticities for EDM.
Classification	 Notations Values
Parameters RW

F 0.893
RW

M 0.107
RW

R 0.675
RM

R 0.325
Elasticities ηR

(Range for simulation)
- 0.38

(- 0.2 ~ - 1.0)
ϵ

(Range for simulation)
1.12

(0.5 ~ 1.5)
EDM,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RW

F ,  price ratio of farm to wholesale level; RW
M , price ratio of marketing 

margin to wholesale level; RW
R , price ratio of wholesale to retail level; RM

R , price ratio of marketing margin to 
retail level; ηR,	price	elasticity	of	demand;	ϵ,	price	elasticity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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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분석대상별 효과 추정
먼저 계란유통센터의 설립으로 기대되는 투명한 거래가격 제시와 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시장수급의 변
화를 분석하였는 데, 그 결과가 Table 3에 정리되었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술한 효과가 발생하여 산지 - 

도매단계의 거래비용(EMW)이 5% 감소하는 경우, 산지 생산자가격은 0.1 - 0.3% 상승하고 소비자가격은 0.2 - 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란시장의 균형거래물량은 0.1 -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계란 산업에서 생산자 편익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에 기반하여 사회적 후
생변화를 추정한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는데, 계란유통센터 설립으로 산지 - 도매단계의 거래비용이 5% 감
소할 때 생산자잉여는 2천만원 - 1억 1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잉여는 9천만원 - 1억 8천만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의 전체 후생은 2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n the supply and demand of egg market: Analysis 1.                                                         Unit: %

Elasticity of supply
Elasticity of demand

ηR = - 0.2 ηR = - 0.38 ηR = - 1.0
EMW = - 5%

ϵ	=	0.5 Quantity 0.1 0.1 0.2
Consumer price - 0.3 - 0.2 - 0.2
Producer price 0.1 0.2 0.3

ϵ	=	1.12 Quantity 0.1 0.1 0.2
Consumer price - 0.3 - 0.3 - 0.2
Producer price 0.1 0.1 0.2

ϵ	=	1.5 Quantity 0.1 0.1 0.3
Consumer price - 0.3 - 0.3 - 0.3
Producer price 0.0 0.1 0.2

ηR, price elasticity of demand; EMW,	percentage	change	in	marketing	cost;	ϵ,	price	elasticity	of	supply.	

Table 4. Social effect of introducing egg processing center: Analysis 1.                   Unit: hundred million won 

Elasticity of supply
Elasticity of demand

ηR = - 0.2 ηR = - 0.38 ηR = - 1.0
EMW = - 5%

ϵ	=	0.5 Changes in consumer surplus 1.6 1.4 0.9
Changes in producer surplus 0.4 0.6 1.1
Changes in total surplus 2.0 2.0 2.0

ϵ	=	1.12 Changes in consumer surplus 1.8 1.7 1.3
Changes in producer surplus 0.2 0.3 0.7
Changes in total surplus 2.0 2.0 2.0

ϵ	=	1.5 Changes in consumer surplus 1.8 1.7 1.4
Changes in producer surplus 0.2 0.3 0.6
Changes in total surplus 2.0 2.0 2.0

ηR, price elasticity of demand; EMW,	percentage	change	in	marketing	cost;	ϵ,	price	elasticity	of	supply.	



Measuring the social benefit of an egg processing cent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2) June 2020 288

다음으로 계란유통센터 도입을 통해 산지 수집된 계란의 위생 및 안전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추가로 증가
하는 사회적 편익을 Ji et al. (2017)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본 모형의 초기값을 Table 1과 같
이 계란 판매량 19,200톤, 산지 가격 1,723원·kg-1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살충제 파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
란 판매 수입은 331억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Ji et al. (2017)에서 제시된 상황을 적용할 경우 살충제 파동과 같은 

식품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계란 소비량은 46% 감소한 10,368톤이 되고 계란의 산지가격은 32% 하락한 1,172

원·kg-1이 되게 되므로, 계란 판매수입은 12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상의 상황에서 계란유통센터 설립으로 살
충제 파동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를 방지하게 될 경우의 사회적 편익은 계란 판매수입의 감소액인 최대 209억원
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계란유통센터 설립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통한 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Table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Kim et al. (2016)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계란에 대한 신규 수요가 5% 증가할 경우 산지 생산자가격은 2.4 - 8.1% 

상승하게 되고, 소비자가격은 1.4 - 4.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시장의 균형 거래물량은 2.3 - 4.6%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에 기초한 사회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데, Table 6과 같이 소비자잉여는 12억 6천만
원 - 130억원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8억원 - 27억 2천만원 증가하여, 사회 전체 후생은 27억 8천만원 - 140억 5천
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5. Effect on the supply and demand of egg market: Analysis 3.                                                         Unit: %

Elasticity of supply
Elasticity of demand

ηR = - 0.2 ηR = - 0.38 ηR = - 1.0
New demand increase: 5%

ϵ	=	0.5 Quantity 4.0 3.4 2.3
Consumer price 4.9 4.1 2.7
Producer price 8.1 6.9 4.5

ϵ	=	1.12 Quantity 4.5 4.2 3.3
Consumer price 2.4 2.2 1.7
Producer price 4.0 3.7 2.9

ϵ	=	1.5 Quantity 4.6 4.3 3.6
Consumer price 1.9 1.7 1.4
Producer price 3.1 2.9 2.4

ηR,	price	elasticity	of	demand;	ϵ,	price	elasticity	of	supply.	

Table 6. Social effect of introducing egg processing center: Analysis 3.                    Unit: Hundred million won

Elasticity of supply
Elasticity of demand

ηR = - 0.2 ηR = - 0.38 ηR = - 1.0
New demand increase: 5%

ϵ	=	0.5 Changes in consumer surplus 112.8 50.4 12.6
Changes in producer surplus 27.2 23.1 15.2
Changes in total surplus 140.0 73.5 27.8

ϵ	=	1.12 Changes in consumer surplus 126.7 61.2 18.1
Changes in producer surplus 13.6 12.5 9.8
Changes in total surplus 140.4 73.7 27.9

ϵ	=	1.5 Changes in consumer surplus 130.0 64.0 19.9
Changes in producer surplus 10.4 9.8 8.0
Changes in total surplus 140.5 73.8 27.9

ηR,	price	elasticity	of	demand;	ϵ,	price	elasticity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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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종합
우리나라 계란 산지에 계란유통센터가 설립되어 연간 19,200톤의 공급을 담당하게 될 경우의 전체 사회적 효과
를 추정해볼 수 있다. 앞서 논의된 3가지 효과가 모두 적용된다고 사정할 경우, 계란유통센터 도입에 다른 사회적 

편익은 최대 239억원 - 352억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onclusion
연간 64만톤 이상의 계란이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계란산업 및 시장은 축산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산지 유통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 계란 수집 및 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및 안전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계란유통센터를 산지에 도입하여 계란 유통 시스템을 개선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ED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간 19,200톤 규모의 계란유통센터가 도입될 경우 종합적인 

사회적 편익이 최대 239억원 - 352억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에 계란유통센터 도입의 필
요성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다.

계란유통센터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상황에 맞게 계란유
통센터에 필요한 소규모 농장의 유통 구조를 고려한 집하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통한 가공 및 포장 업장, 가격거래소인 경매장 등 기능을 갖춘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등
을 고려해야 한다. 추진 중인 시설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선별포장업시설과 축
산법에 따른 계란등급판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정안정에 관한 법률의 공판장 시설 등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대금 

정산을 위해 금융기관이 중도매인의 대금 결제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채
택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거래안전장치 도입을 위해 거래 면허를 출하자, 운송업자, 하역업체, 중도매인, 구매자
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자격자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계란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농가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해 농가 

계열화 및 조직화를 같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건립되는 계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유통인을 확대
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현실과 다소 괴리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후속 연구들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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