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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aditional international trade theory assumes that import goods and domestically produced goods of the same 
industry are equal in quality. However the substitutability of the two goods is imperfect. This article estimated the import 
functions of pulp and paper using econometric and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and calculated the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ally produced pulp and paper.
The import of pulp is inelastic to import price and domestic price, and elastic to national income in econometric model. 
And it is inelastic to import price, domestic price and national income in vector autoregressive model. On the other hand, 
the import of paper is inelastic to domestic price, and elastic to import price and national income in econometric model. 
And it is inelastic to import price and domestic price, and elastic to national income in vector autoregressive model.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ally produced pulp was positive, and the elasticity was 
respectively 0.42 and 0.20 in econometric and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This may be because of the high proportion 
of imports. On the other h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ally produced paper was positive, 
and the elasticity was respectively 0.75 and 0.81 in econometric and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This may be because 
the quality of imported paper is different from that of domestically produc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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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종이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펄프의 소비는 1980년의 

639천톤에서 2009년의 2,555천톤으로 30년간 약 4배 증

가하였다. 펄프는 기계펄프와 화학펄프로 구분된다. 기계

펄프는 침엽수를 원료로 하며, 신문용지의 제조에 사용되

고, 화학펄프는 활엽수를 원료로 하며, 백상지나 아트지의 

제조에 사용된다. 신문용지의 원료가 펄프에서 폐지로 대

체됨에 따라 기계펄프의 소비는 감소하였으며, 화학펄프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펄프소비의 90% 이상을 화학펄프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펄프의 생산은 같은 기간에 약 3배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 자급율은 약 20%이다. 즉 우리나

라는 펄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Fig. 

1). 펄프 수입의 대부분은 화학펄프이며, 절반 정도를 미국

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소비는 

1980년의 829천톤에서 2009년의 3,919천톤으로 3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종이는 인쇄용지, 신문용지, 포장용지 

등으로 구분된다. 인쇄용지가 종이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

지하며, 신문용지가 20% 정도, 포장용지가 6% 정도이다. 

한편 종이의 생산은 같은 기간에 약 6배 증가하였으며, 국

내생산으로 내수를 충당하고 있다. 종이 수입은 수요의 약 

10%이지만 증가하고 있다(Fig. 2). 주로 인쇄용지와 신문

용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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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mand and supply of pulp.

Fig. 2. Demand and supply of paper.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은 수입재와 국내 수입경쟁산업

의 재화가 질적으로 동일하고 완전대체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성은 불완전하

며 국제무역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산업내 무역은 이러

한 불완전대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펄프와 종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입재와 국산재의 대체성 

분석은 Shin(1996)과 Moon(1998)의 연구가 있다. Shin 

(1996)은 펄프와 종이를 묶어서 수입함수를 추정하여 수입 

펄프･종이와 국산 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분석하였다. 

Moon(1998)은 목재와 종이를 묶어서 CGE 모형에 의한 업

데이트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대체탄력성을 분석하였다. 그

러나 펄프와 종이를 구분하여 수입재와 국산재의 대체탄력

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한편 Yoon(1988)은 우리나라의 펄프･종이수급을 계량

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Lee(2008)은 펄프수

급을 계량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의 펄프･
종이에 대한 연구인 Li 등(2006), Kaltenberg 등(1986), 

Chas-Amil 등(2000), McCarthy 등(2010)은 주요 변수의 

탄력성 추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계량경제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

여 펄프･종이의 수입을 분석하고, 수입펄프･종이와 국산펄

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은 양 재화의 가격비율변화에 따르는 양 재화의 

소비비율변화로 정의된다. 즉 소비자가 양 재화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율이 한계대체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를 나타낸다. 만약 대체탄력성이 1이면 양 재화를 대체하더

라도 두 재화에 대한 지출액의 비율은 불변이고, 대체탄력

성이 1보다 크면 비율이 증가한다.  

펄프의 가격변동은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 펄

프 수입가격이 급등하여 제지업계의 국산 펄프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입가격이 급등할 때에 국산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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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는 정도를 파악하여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수급

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수입 펄프･종이와 국산 펄프･
종이의 대체탄력성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가 펄프･종이 수

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펄프･종이의 수입함수를 추정하고, 수입펄프･종이와 국

산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펄프･종이

의 수급 자료, 수입펄프･종이 실질가격과 국산펄프･종이 

실질가격, 국민소득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원은 산림청

의 임업통계연보, 무역협회의 한국무역통계, 한국은행의 

물가총람,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이다. 1980년부터 2009

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도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모형의 추정

가. 계량경제모형

수입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수입량

 : 국내화폐단위로 표시한 수입가격

 : 국산가격

 : 수요변수

위의 모형에서 가격효과가 분리되어 나타나도록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위의 모형에 근거하여 추정할 펄프･종이의 수입함수는 

다음과 같다. 함수의 형태는 로그선형으로 가정하였다. 함

수형태를 로그선형으로 하는 경우에 추정된 계수가 탄력성

을 나타내며 Khan 등(1977)과 Boylan 등(1980)의 연구에 

의하면 로그선형이 수입함수의 추정에 적합한 함수형태

이다.

loglogloglog  (1)

 : 펄프의 수입량

  : 펄프의 수입가격

  : 펄프의 국산가격

 : 국민소득

loglogloglog  (2)

 : 종이의 수입량

  : 종이의 수입가격

  : 종이의 국산가격

 : 국민소득

함수(1)과 (2)에서 수입의 자체 및 교차가격탄력성과 소

득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모형의 정확성은 MAPE값으로 

검증하였다.

나. 벡터자기회귀모형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에 사용하는 시계열자료는 안

정적이어야 한다. 안정적인 시계열자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 반면에 불

안정한 시계열자료는 가회귀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

서 함수를 추정하기 전에 시계열자료가 안정적인지 확인하

여야 한다. 시계열자료의 안정성은 그 자료가 단위근을 갖

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검정한다. 단위근 검정은 Aug-

mented Dickey-Fuller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식(3)에서  의 계수 의 절대값이 1이면 는 단위

근을 갖는다. 안정성 검정은 식(3)에서     의 가설검

정으로 하였다. 만약 어떤 시계열자료가 불안정하면 1차 차

분하여 안정성을 재검정하고, 1차 차분하여도 안정적이지 

않으면 안정적일 때까지 계속 차분하였다. 시차는 AIC와 

SC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어떤 두 시계열자료가 각각 불안정하더라도 두 자료의 

선형 결합은 안정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선형 

결합을 이루는 두 시계열자료를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한

다. 공적분 관계는 장기에 걸친 균형관계이므로 함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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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전에 시계열자료들 간에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 검

정하여야 한다. 공적분 검정은 Engle-Granger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4)

식(4)에서 가 안정적이면, 즉 단위근을 갖지 않으면 

두 시계열 자료 와 는 공적분 관계이다. 가 안정적

인지는 의 단위근 검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차는 AIC

와 SC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두 시계열자료가 공적분 관계에 있지 않으면 차분한 자

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추정하고, 공적분 관계에 있으

면 VEC 모형을 추정하여야 한다.

VAR 모형의 시차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것이 AIC와 SC이다. AIC 값과 SC 값은 작을수록 적절

한 시차를 의미한다. 시차는 자기상관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정해야 하지만, 차수가 너무 많아지면 추정

이 부정확해진다.

   

  


 (5)

   

  log


 (6)

 : 추정모수의 개수,  : 관측치의 개수,  : log 

likelihood 값

수입함수를 VAR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

 : 년도의 수입량,    :  년도의 수입량, 

   :  년도의 국내화폐단위로 표시한 수입가격, 

  :  년도의 국산가격,   :  년도의 수요

변수

위의 모형에 근거하여 추정할 펄프･종이의 수입함수는 

다음과 같다. 함수의 형태는 로그선형으로 가정하였다.

log   log    log  

           log    log       (8)


  : 년도의 펄프 수입량,   

  :  년도의 펄프 

수입량,    :  년도의 펄프 수입가격,   : 

 년도의 펄프 국산가격,    :  년도의 국민소득

log   log   log   
          log  log       (9)


  : 년도의 종이 수입량,   

  :  년도의 종이 

수입량,    :  년도의 종이 수입가격,   : 

 년도의 종이 국산가격,    :  년도의 국민소득

함수(8)과 (9)에서 시차변수는 우변에만 있기 때문에 동

시성이 없다. 따라서 OL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자기상관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Durbin-Watson 

통계치는 시차종속변수가 설명변수인 함수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Ljung-Box의 Q 통계치를 사용하여 자기

상관 유무를 검정하였다.

3. 모형의 정확성 검증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준 중에 오차가 평균적으로 

0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MAPE를 사용하였다. MAPE 값

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다.

 
 

  

  


    (10)

  : t년도의 실제치,  : t년도의 예측치

4. 대체탄력성의 추정

펄프･종이의 수입함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입함수로

부터 수입펄프･종이와 국산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간

접적으로 계산하였다. 

함수(1), (2)로부터 각각 펄프･종이 수입의 자체 및 교차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나 대

체탄력성은 간접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수입펄프･종이

와 국산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하위효용함수의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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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s of pulp and paper.

펄프 종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입량 1,486,000톤 706,000톤 318,000톤 211,000톤
수입가격* 93.7 24.2 105.3 17.7
국산가격* 94.6 20.5 102.9 15.2

* 2005=100

곡선 상에서 양 재화의 가격비율변화에 따르는 소비비율변

화로 정의하면 힉스수요와 마살수요를 연결하는 Slutsky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입의 교차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및 

국산펄프･종이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부터 대체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와 

를 각각 수입펄프･종이와 국산펄프･종이의 

힉스수요라고 정의하면 이는 수입펄프･종이 및 국산펄프･
종이의 가격과 효용수준의 함수가 되며 가격에 대하여 영

차 동차함수가 된다.

         
 
  (10)

          
 
  (11)

하위효용수준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양 재화의 대체탄력

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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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으로부터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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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의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수입펄프･종이와 국산펄프･종이

의 대체탄력성, 수입펄프･종이의 교차가격탄력성, 수입펄

프･종이의 소득탄력성, 국산펄프･종이에 대한 지출이 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 관계를 펄프와 종이에 대하여 각

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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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따라서 함수 (1), (2)에서 구한 수입의 교차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값들을 각각 수식 (12)와 (13)에 대입하여 수입

펄프･종이와 국산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Shin, 1996).

III. 결과 및 고찰

1. 기초통계량의 분석

펄프와 종이의 수입량, 수입가격, 국산가격의 범위는 아

래의 Table 1과 같다. 펄프 수입량은 198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평균 약 149만톤이고, 종이 수입량은 연평균 약 

32만톤이다. 한편 가격은 펄프와 종이 모두 같은 기간 중에 

수입가격의 편차가 국산가격의 편차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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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imation of pulp import using econometric model.

품목 상수항 수입가격
1)

국산가격
2)

국민소득
3)

설명력 DW MAPE

펄프
-5.8

(2.3)**
-0.8

(-2.0)*
0.6

(-1.1)
1.5

(5.8)*** 0.93 2.76 5.01

괄호 내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내며 ***(**)(*)는 1(5)(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Table 3. Estimation of paper import using econometric model.

품목 상수항 수입가격
1)

국산가격
2)

국민소득
3)

설명력 DW MAPE

종이
12.2

(4.4)***
-1.7

(-2.3)**
0.4

(-1.0)
1.2

(2.2)** 0.85 2.82 7.87

괄호 내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내며 ***(**)(*)는 1(5)(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Table 4. Unit root test of pulp.

변수 원자료 일차차분자료

펄프수입 -2.91 -5.08**
수입가격 -2.01 -4.38**
국산가격 -1.87 -3.66**
국민소득  0.84 -4.30**

값은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이며,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는 -2.97이다.
** 5% 유의수준에서 변수가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2. 모형의 추정

가. 계량경제모형

(1) 펄프의 수입함수

펄프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

다. Table 2에서 1)은 수입의 자체가격탄력성, 2)는 수입의 

교차가격탄력성, 3)은 소득탄력성을 나타낸다. 펄프 수입

의 자체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교차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소득

탄력성은 정상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펄프 수입은 

수입가격과 국산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고, 국민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MAPE 값이 10%를 초과하지 않아 모

형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2) 종이의 수입함수

종이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

다. Table 3에서 1)은 수입의 자체가격탄력성, 2)는 수입의 

교차가격탄력성, 3)은 소득탄력성을 나타낸다. 종이 수입

의 자체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교차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소득

탄력성은 정상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종이 수입은 

수입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국산가격에 대하여 비탄력

적이며, 국민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MAPE 값이 10%

를 초과하지 않아 모형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나. 벡터자기회귀모형

(1) 펄프의 수입함수

변수들의 안정성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Table 4), 모든 

변수에서 둘째 칸의 절대값이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의 

절대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즉 모든 변수가 원자료 상태에

서 불안정하였다. 따라서 1차 차분하였다. 1차 차분한 변수

에 대한 안정성 검정의 결과는 셋째 칸에 있다. 셋째 칸의 

절대값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의 절대값을 초과

하였다. 즉 모든 변수가 1차 차분하면 안정적이다.

펄프 수입량과 수입가격･국산가격･국민소득의 공적분

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Table 5), 모든 조합에서 절대값이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의 절대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즉 

펄프 수입량과 수입가격･국산가격･국민소득의 모든 조합

에서 공적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펄프의 수입함수를 VAR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AIC 기준과 SC 기준에 의하여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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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integration test of pulp.

변수 수입가격 국산가격 국민소득

펄프수입 11.09 9.66 14.96

값은 log likelihood-ratio 검정 결과이며,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는 15.41이다.
** 5% 유의수준에서 두 시계열자료 사이에 공적분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Table 6. Estimation of pulp import using VAR model.

품목 상수항 전년도 수입량 수입가격
1)

국산가격
2)

국민소득
3)

설명력 P>Q MAPE

펄프
-2.0

(-0.7)
1.6

(4.1)***
-0.3

(-1.9)*
0.1

(0.6)
0.9

(2.5)** 0.97 0.07* 8.68

괄호 내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내며 ***(**)(*)는 1(5)(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Table 7. Unit root test of paper.

변수 원자료 일차차분자료

종이수입 -1.88 -3.24**

수입가격 -2.77 -4.10**

국산가격 -1.31 -3.02**

국민소득  0.84 -4.30**

값은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결과이며,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는 -2.97이다.
** 5% 유의수준에서 변수가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한 시차는 1로 결정하였다. Table 6에서 1)은 수입의 자체

가격탄력성, 2)는 수입의 교차가격탄력성, 3)은 소득탄력

성을 나타낸다. 펄프 수입의 자체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교차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양

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소득탄력성은 정상적인 양의 값으

로 추정되었다. 펄프 수입은 수입가격, 국산가격, 국민소득

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Ljung-Box의 Q통계치에 의하면 

자기상관이 없고, MAPE 값이 10%를 초과하지 않아 모형

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2) 종이의 수입함수

변수들의 안정성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Table 7), 모든 

변수에서 둘째 칸의 절대값이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의 

절대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즉 모든 변수가 원자료 상태에

서 불안정하였다. 따라서 1차 차분하였다. 1차 차분한 변수

에 대한 안정성 검정의 결과는 셋째 칸에 있다. 셋째 칸의 

절대값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의 절대값을 초과

하였다. 즉 모든 변수가 1차 차분하면 안정적이다.

종이 수입량과 수입가격･국산가격･국민소득의 공적분

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Table 8), 모든 조합에서 절대값이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의 절대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즉 

종이 수입량과 수입가격･국산가격･국민소득의 모든 조합

에서 공적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종이의 수입함수를 VAR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9와 같다. AIC 기준과 SC 기준에 의하여 가장 적합

한 시차는 1로 결정하였다. Table 9에서 1)은 수입의 자체

가격탄력성, 2)는 수입의 교차가격탄력성, 3)은 소득탄력

성을 나타낸다. 종이 수입의 자체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교차가격탄력성은 정상적인 양

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소득탄력성은 정상적인 양의 값으

로 추정되었다. 종이 수입은 수입가격과 국산가격에 대하

여 비탄력적이고, 국민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Ljung-Box의 Q통계치에 의하면 자기상관이 없고, MAPE 

값이 10%를 초과하지 않아 모형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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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integration test of paper.

변수 수입가격 국산가격 국민소득

종이수입 7.76 6.83 11.52
값은 log likelihood-ratio 검정 결과이며, 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는 15.41이다.
** 5% 유의수준에서 두 시계열자료 사이에 공적분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Table 9. Estimation of paper import using VAR model.

품목 상수항 전년도 수입량 수입가격
1)

국산가격
2)

국민소득
3)

설명력 P>Q MAPE

종이
1.2

(1.8)*
1.1

(2.3)**
-0.4

(-0.7)
0.9

(1.9)*
1.2

(2.4)** 0.93 0.09* 8.47

괄호 내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내며 ***(**)(*)는 1(5)(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Table 10. Substitution elasticities of imported and domestically produced pulp.

모형 국산재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

대체탄력성
2)

계량경제 0.32 0.42
벡터자기회귀 0.32 0.20

Table 11. Substitution elasticities of imported and domestically produced paper.

모형 국산재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

대체탄력성
2)

계량경제 0.61 0.75
벡터자기회귀 0.61 0.81

3. 대체탄력성의 추정

가. 펄프의 대체탄력성

수입펄프와 국산펄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아

래의 Table 10과 같다. Table 10에서 1)은 국산펄프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는 수입펄프와 국산펄프의 대

체탄력성을 나타낸다. 수입펄프와 국산펄프의 대체탄력성

은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두 재화의 대체탄력성이 양의 

값으로 추정되면 대체 관계에 있고, 음의 값으로 추정되면 

보완 관계에 있다고 Allen(1938)은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국산펄프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수입펄프의 

소비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체탄력성의 값은 계량경제

모형으로 추정한 경우에 0.42이고, 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경우에 0.20으로 비탄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입

비중이 높으면 대체여지가 감소하고 대체탄력성이 낮아지

게 된다. 즉 국내생산능력이 부족해서 수입가격이 올라가

도 국내에서 생산해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나. 종이의 대체탄력성

수입종이와 국산종이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아

래의 Table 11과 같다. Table 11에서 1)은 국산종이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는 수입종이와 국산종이의 대

체탄력성을 나타낸다. 수입종이와 국산종이의 대체탄력성

은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대체탄력성의 값은 계량경제

모형으로 추정한 경우에 0.75이고, 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경우에 0.81로 비탄력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수

입되는 종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결과를 펄프와 종이를 묶어서 수입 펄프･종이

와 국산 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분석한 Shin(199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탄력성의 부호가 반대이다. Shin(1996)

의 연구는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이 논문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기간이 추가되었다.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과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까지의 기간의 종이 수급구조의 차이점을 보면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에는 종이 수요의 대부분을 국내생산으

로 충당하였고, 수입은 극히 적은 양이었다. 또한 197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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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992년까지는 신문지나 인쇄지는 수입되지 않고 특수포

장지가 주로 수입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구조적 차이로 인

하여 다른 연구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IV. 결 론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은 수입재와 국내 수입경쟁산업

의 재화가 질적으로 동일하고 완전대체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성은 불완전하

다. 이 논문은 계량경제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

여 펄프･종이의 수입함수를 추정하고, 수입펄프･종이와 국

산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을 계산하였다.

펄프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계량경제모형에

서 펄프 수입은 수입가격과 국산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

고, 국민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는 수입가격, 국산가격, 국민소득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종이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계량경제

모형에서 종이 수입은 수입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국

산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며, 국민소득에 대하여 탄력적

이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는 수입가격과 국산가격에 대

하여 비탄력적이고, 국민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수입펄프와 국산펄프의 대체탄력성은 계량경제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각

각 0.42와 0.20으로 비탄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비중

이 높으면 대체여지가 감소하고 대체탄력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수입종이와 국산종이의 대체탄력성은 계량경제

모형과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

으며, 각각 0.75와 0.81로 비탄력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와 질적으로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수입펄프･종이와 국산펄프･종이의 대체탄력성은 비탄

력적이다. 따라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목재와 관련된 제품은 해외조림을 활성화하여 

해외 조림지에서 생산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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