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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맥주와 수입맥주의 공급비용과 소비자들의 선호가

있는 현상에 대해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동일할지라도 차별적 과세표준제도는 수입맥주에

있다. 본 연구는 차별적 과세표준에 의해 국산맥주

게 더 많은 이윤을 배분한다. 둘째, 동일한 비용과

제조사의 수익성이 수입맥주에 비해 저하되며, 국

선호 하에서도 국산맥주의 출고가격이 수입맥주보

산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잠식된다고 주장한다. 차

다 높다. 셋째, 높은 국산맥주의 출고가로 인해 이

별적 과세표준의 문제는 수입업체에게는 비용에

윤을 극대화하는 소매점이 국산맥주를 상품묶음에

세금을 매기고 국산제조업체에게는 가격에 세금을

서 배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산맥주는 시장점

부과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 가격 경쟁 모형

유율을 잠식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차별적

과 상품묶음(bundle) 설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비경쟁적

한 결과 차별적 과세표준이 맥주시장에 주는 왜곡

요소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산

요하다.

◦수입맥주의 경우 일본, 독일, 중국, 네덜란드,

I.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경쟁 상황과 분석의 초점

미국 등이 주요 수입국

1. 수입맥주의 점유율 상승 트렌드

- 2000년도 초반에는 미국산 맥주의 점유율이 우세

하였으나 차츰 감소하고 2000년대 중반 네덜란드

□ 출고량 기준 국산맥주의 99%는 OB맥주, 하이트
진로, 롯데칠성음료에서 판매하며 3사 과점 체계
를 이루고 있음 1)

맥주의 약진과 그 이후 일본 맥주의 점유율 상승
이 관측됨
- 수입가격 측면에서는 2005년 네덜란드 맥주의 가

격 하락과 2009년 중국 맥주의 가격 상승, 2012

◦2015년 기준 맥주시장의 규모는 4조 6천억원으

년도 이후 일본맥주의 가격 하락이 나타남

로 전체 주류의 약 50%를 맥주가 차지함

◦수입맥주 중 수입국가 별 점유율은 시점에 따라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출고량은 연평균 2.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변화하여, 시장을 주도하는 수입국이 시점에 따
라 변화하게 됨

-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2014년 기준 1조 4,636억

원으로 주세의 53.7%, 전체 국세의 0.8%에 달함

- 수입국 맥주 가격 변동요인이 이러한 점유율 상

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2007년 2.2%의 점유율을
보인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2015년에는 점유율 8.4%를 달성함

- 2011년도 이후 일본 맥주의 가격 하락은 엔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가격 하락이
일본맥주의 점유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1> 시장 점유율 현황(출고량 기준(kl))
연도

국산제조사

중소규모

수입

총계**

2007
(점유율%)

1,609,303
(97.6)

3,323
(0.2)

35,818
(2.2)

1,648,444

2008
(점유율%)

1,666,632
(97.3)

2,977
(0.2)

43,196
(2.5)

1,712,805

2009
(점유율%)

1,630,977
(97.4)

2,402
(0.1)

41,491
(2.5)

1,674,870

2010
(점유율%)

1,719,460
(97.1)

2,195
(0.1)

48,712
(2.8)

1,770,367

2011
(점유율%)

1,791,203
(96.7)

1,958
(0.1)

58,993
(3.2)

1,852,154

2012
(점유율%)

1,796,556
(95.9)

1,703
(0.1)

74,750
(4.0)

1,873,009

2013
(점유율%)

1,879,924
(95.1)

1,630
(0.1)

95,211
(4.8)

1,976,765

2014
(점유율%)

1,885,766
(93.9)

2,374
(0.1)

119,501
(6.0)

2,007,641

2015
(점유율%)

1,870,478
(91.5)

2,374*
(0.1)

170,919
(8.4)

2,043,771

출처: <공청회 발표자료>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연구용역), <표 13> 가공
참조: * 중소규모 2015 수치는 확인되지 않아 2014년 수치를 그대로 인용함
** 대기업 3개사 출고량 중 수출량을 제외

1) 공정위 연구용역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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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맥주 점유율 상승에 대한 논쟁과 분석의 초점

- 차별적 과세표준은 수입되는 맥주에서 기대되는

이윤을 더 크게 함

□ 수요 측면에서 수입맥주의 다양성이 높은 시장점
유율을 이끌어낸다고 비판함
◦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한국산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는 보도가 기사
로 재생산되고 있음

- 시간을 들여 새로운 맥주를 출시하기보다 새로운

수입맥주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비용으로나 기
대이윤으로나 더 유리할 수 있음

◦ 차별적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 왜곡효과가
누적되어 10년 후에 맥주 시장이 수입 위주의

◦ 라거 위주의 국내 맥주의 다양성 부족을 지적
하는 여론이 형성

시장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
- 단순히 맥주의 소비와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

치만을 생각할 때 수입맥주가 시장을 완전히 지

□ 수요 측면의 지적은 현 시장 상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될 수 있으나, 미래 지향적 맥주 산업 발
전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산업이 유발하는 고용과 부가가치 생산을 포기하

◦ 수요 측면에서 논의를 강조하면, 국산맥주 제조

- 맥주산업이 성숙하면 국산맥주의 해외 수출 확대

사들은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수입업체와 품질

배하는 상황을 꺼릴 이유는 없지만, 맥주 제조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를 기대해 볼 수 있음

경쟁을 통해 점유율을 방어해 가야 한다는 주
장에 이르게 됨
◦ 하지만 차별적 제도가 존재하는 하에서는 신제

□ 제도적 측면에서 차별적 과세표준이 국산-수입
맥주 간 어떠한 차별적 경쟁효과를 가지는지 짚어
보고 개선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미래지향적임

품 개발의 유인마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맥주 수입 상위 5개국의 수입맥주 중 점유율과 평균 수입가격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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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세법 21조상의 차별적 과세표준

- 공정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종가세 하에서는 과세

표준의 크기가 커질수록 최종맥주공급가격이 세

□ 주세법은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에 동일한 종
가세율을 적용하나 세액 계산에 있어 차별적인 과
세표준을 적용하여 국산맥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
는 구조임
◦ 주세법 제 21조 ②항으로 수입맥주와 수입맥주

율에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임

□ 주세법 21조는 국산 제조맥주의 경우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고,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단가에 세금
을 부과함
◦ 출고가격에는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비용 그

의 차별적 과세표준이 정해짐
◦ 주세법 22조 ②항에 의해 2000년 1월 이후 맥
주의 종가세율은 100분의 72로 정해지며, 부가
세로서 교육세(30%)와 부가가치세(10%)가 더해
져 최종 세율이 결정됨

리고 제조사 이윤이 포함되지만 수입단가의 경
우에는 수입원의 유통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원
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음
- <그림 2>는 주세법

를 바탕으로 국산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회계

최종 맥주 공급가격          
× 과세표준
이때   부가가치세율 
  맥주 주세율 
  교육세율 

◦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 하에서도 차별적 과세표

학적) 과세표준을 도식화 함
- 주세법 시행령에는 출고가가 통상가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회계학적인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그림
2>를 작성

준의 적용이 국산맥주의 세액을 증가시키고, 이
에 따라 국산맥주의 소매점 공급가격이 높아짐
<그림 2> 국산과 수입의 과세표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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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와 주세법 시행령 20조

- 2016년 8월 30일 공정위 공청회(연구용역-맥주산

4. 수입 주류 시장의 변화와 관세 변화

업에 대한 산업분석)에서는 국산맥주에는 과세표
준에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이윤이 포함되지
만,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판관비와 이윤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
- 2014년 4월 8일 국회에서 있었던 주세법 세미

나2)에서도 차별적 과세표준의 문제 때문에 국산
하우스 맥주 산업이 수입맥주와 경쟁하는데 있어
서 불리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성토
하고 있어 차별적 과세표준의 문제는 단순히 대
기업 국산맥주 회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과거 고급 위스키가 주류를 이루던 수입시장과 현재
맥주의 수입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시장에서 차별적
과세표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보아야 함
◦ 수입주류 시장은 90년대 초반 스카치/위스키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장에서 2012년을 기점으
로 맥주가 수입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음
- 주종별 수입량(<그림 3> 참조)을 보면, 2008년 이

전에는 스카치/위스키의 수입이 다른 주종보다

◦ 과거 주세율은 몇 차례 변경된 적이 있으나3)
과세표준에 대한 주세법 21조 수입과 국산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에 대한 사항은 개정되지
않음

더 많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맥주의 수입량이
스카치와 위스키의 수입량을 역전하였음
- 맥주의 수입량은 2001년도에 100.6% 큰 폭 상승

하였으나, 2002년도에 –21.5%로 큰 폭으로 하락
하였고, 이후 2009년도 –7% 맥주 수입량의 감소
가 있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꾸준히 맥주 수입
량이 증가하였음

<표 2> 주세법 21조 연혁
개정시점
(시행시점)
법률 제6055호
1999.12.28.
전부개정
(2000.1.1.)
법률 제9899호
2009.12.31.
일부개정
(2010.1.1.)
법률 제11134호
2011.12.31.
일부개정
(2012.1.1.)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
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金)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金)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2014년 4월 8일,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 신맥주시대 맞이 주세법 세미나,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3) 주세율 변화는 박명호, 문혜영(2007)의 10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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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이후 수입맥주의 총 수입량은 등락을 보

이나 연평균 증가율은 14.06%로 높은 성장 트렌
드를 보여줌
- <그림 3>에서 주종별 수입량 점유율을 비교해 보

□ 90년대에는 위스키/스카치에 적용되는 차별적 과
세표준이 대중주(소주 및 맥주) 시장에 주는 영향
이 미미했던 것으로 인식되어 수용 가능한 과세
체계였을 것으로 추론됨

면 스카치/위스키의 점유율은 1991년에 82%로

- 90년대 후반 유럽연합과의 희석식 소주의 주세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트렌드이지만, 맥주의 수

논쟁에서 한국 측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국은

입비중은 1991년에 4%에서 등락을 반복한 후에

희석식 소주의 소비행태, 가격격차, 제조방식4)이

증가하여 2015년에 67%로 수입 주류 중 가장 높

위스키/스카치와 차이가 있어 위스키/스카치는

은 비중을 차지

한국의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가진 술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그림 3> 주종별 수입량과 주종별 점유율

주: 4자리 HS코드를 기준으로 2203-BEER; 2204-WINE; 2205-VERMOUTH(맛과 향이 첨가된 와인의 종류), 2206-FERMENTED
BEV.(발효된 주류); 2207-SPIRITS (위스키, 보드카와 같은 증류주)가 도시되었음.
출처: 관세청

4) WTO Report of the Panel, 1999년 9월 17일,“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중 III. Factual Arguments 내 한국 측 논증 참조

6

KERI Insight 16-39

며, 수입가의 0%~30%를 관세로 부과함6)

- 90년대 후반 희석식 소주의 무역 논쟁이 맥주시

장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

-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나라들로 확대되어 갈수록 맥

으나, 당시 한국 측 주장을 살펴보게 되면 수입

주의 관세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

스카치/위스키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

임: 칠레 2009/ EFTA(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

고, 대중주와는 직접적 경쟁관계가 미약한 주류

리히텐슈타인) 2016/ 페루 2014/ 싱가포르 2016

라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5)

- 특히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으로 2018년부터 유럽

- 또한 과거 수입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고세율/고

산 맥주에 제로 관세율이 적용될 것임

관세의 효과로 국내 유통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수입신고가에 주세를 부과하는 것이

□ 맥주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고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차별적 과세표준
의 효과는 더 커짐

높은 세금과 관세를 상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 수입주류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여 수입맥주가

◦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주

대중주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세율을 포함한 세후 출고가격은 다음과 같이

이전의 시장인식과 과세 체계를 재고해야 함

정리됨
국산출고가  제조비  판관비제조사이윤율주세율

□ 주류의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차별적 과
세표준이 주는 시장왜곡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수입출고가  제조비제조사이윤율관세주세율  판관비
수입원이윤율

이 때, 관세율은 1~1.3, 주세율은 2.13(교육세+주

◦ <표 3>을 참조하면, 수입맥주에 매겨지는 관세

세+부가가치세율에 1을 더한 값)

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 수입출고가 내 제조비는 수입맥주제조상이 생산

에 소요하는 비용임

- 맥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수입산지에 따라 다르

<표 3> FTA 협정 관세율 변화
대상국
아세안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EFTA
EU1-6월
(7-12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
베트남

2004

2005

2006

2007
30

2008
30

2009
30

2010
30

2011
30

2012
30

2013
30

2014
30
25.7

25

20

15

10

5

0

0

0

0

0

0

27.3

24.6

21.9

19.2

16.5

13.5

10.8
26.2
(22.5)

8.1
22.5
(18.7)

5.4
18.7
(15)

18
10.9

12
8.2
26.2
21.4

6
5.5
22.5
17.1

26.2

27.3

24.5

21.8

19.1

16.4

24
13.7

25.7

2015
30
21.4
25.7
0
28.5
2.7
15
(11.2)
25.7
0
2.7
18.7
12.8
24

2016
15
17.1
21.4
0
27
25.7
0
11.2
(7.5)
21.4
0
0
15
8.5
18

주: 맥주의 기본세율은 30%이며, WTO 협정세율은 2007년도부터 적용되며 30%임
출처: 관세청

5) 90년대 후반 희석식소주에 부과하는 주세가 수입되는 스카치/위스키, 보드카보다 세율이 높은 점을 들어 유럽연합이 WTO에 불공정 무역을 주장함. 결과적으로
한국이 패소하여 희석식소주의 세율을 상승시키고, 스카치/위스키, 보드카의 세율을 낮추게 됨. 이러한 세율의 영향은 맥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맥주시장의 세
율 역시 낮아지게 되는 계기가 됨
6) 기본관세율 30%/ WTO 협정관세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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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이윤율에 따라 서로 다른 세후 출고가를 계산

- 세율과 이윤율은 모두 1보다 큰 수임

- 제조비+판관비=100으로 설정하고, 판관비 비중과

◦ 국산출고가와 수입출고가를 비교하면 차별이 발생

관세율의 변화에 따라 세후 출고가를 계산함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는 판관비와 관세율임

- 이상의 가정 하에서 회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 수입의 경우 주세율에 관세가 곱해지기 때문에

관세율이 하락할수록, 판관비의 비중이 클수록

실질세율이 국산맥주보다 더 커지게 됨

국산맥주의 세후가격이 수입맥주의 세후가격 보

- 반면에 국산맥주의 경우 판관비가 과세표준에 포함

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짐이 확인됨

되지만 수입맥주는 판관비에 대한 것은 면세됨
- 관세율이 크고 판관비의 비중이 낮을 경우 현 조세

◦ 따라서 현 주세체계를 유지한다면 관세의 하락

제도는 수입맥주를 차별하는 조세제도가 되나 반대

으로 수입맥주는 과세표준이 계속 낮아지게 되

의 경우에는 국산맥주에게 차별적 조세가 됨

므로 점점 더 적은 주세를 내게 되고, 이전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가지게 될 것임

◦ 맥주시장의 경우 판관비가 매출원가+판관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

◦ 본 분석은 가정에 의해 정의된 이윤율을 이용
하여 계산되었으므로, 맥주 제조사와 수입원이

◦ 이상에서 정의한 회계식을 이용하여 현실 가능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윤율이 나올 수

한 가정 하에서 세후 출고가를 계산하여 그 결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점을 한계점으

과를 <표 5>에 요약함

로 지적할 수 있음

- 국산맥주와 외국맥주의 생산기술이 동일해서 제

- 본문에서 경제학 모형을 이용하여 맥주 제조사와

조비용이 동일하며, 대량으로 수입하여 개별 외

수입원이 가격 경쟁하는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

국맥주에 드는 운송비용은 무시할 수 있음

하여 분석할 예정임

- 수입제조사와 수입원 이윤율을 1.1로 설정하고 국산

<표 4> 국내 맥주 판관비 비중(판관비/ 판관비+매출원가)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2010
46.79%
33.43%
2011
40.93%
36.03%
2012
40.47%
38.53%
2013
40.62%
38.79%
2014
43.85%
39.41%
2015
44.16%
39.50%
평균
42.80%
37.62%
주: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의 회계자료에는 맥주 이외의 주류나 음료에 대한 항목이 포함됨
출처: KISVALUE

롯데칠성음료
35.41%
34.74%
35.66%
36.31%
38.74%
38.66%
36.17%

<표 5> 국산 제조사 이윤율/관세율/판관비 비중에 따른 세후 출고가
국산 제조사 이윤율

판매관리비 비중

1.1
0.3
1.1
0.4
1.1
0.5
1.2
0.3
1.2
0.4
1.2
0.5
주: 음영이 들어간 경우는 국산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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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31.7
215.0
198.3
231.7
215.0
198.3
가격이 높은 경우

관세율(0%)
국산
234.3
234.3
234.3
255.6
255.6
255.6

관세율(15%)
수입
국산
261.3
234.3
240.4
234.3
219.5
234.3
261.3
255.6
240.4
255.6
219.5
255.6

관세율(30%)
수입
국산
290.8
234.3
265.7
234.3
240.6
234.3
290.8
255.6
265.7
255.6
240.6
255.6

Ⅱ. 분석의 뱡향과 초점

- 본문의 분석 내용은 수입과 국산의 국내 시장에

서 점유율 경쟁에 초점

□ 현재 과세제도 하에서 국내 수입원과 국내 맥주
제조사간 경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 본 보고서는 차별적 과세표준에 따른 비경쟁적인 차
별 상황을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분석하고자 함

◦ 국내 수입원과 국내 맥주 제조사는 각자의 이
윤을 설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출고가격을 설정

◦ 수입과 국산맥주의 생산/수입에 드는 비용이

하게 되는데 이는 유통단계를 거쳐 소매시장에

동일하고, 두 맥주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 때,

서 맥주간 점유율 경쟁에 영향을 줌

현 과세제도 하에서 수입과 국산맥주는 동일한
점유율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

◦ 수입제조업체가 수입원에 맥주를 공급하므로
맥주시장을 전 세계로 획정한다면 국산맥주와
해외 맥주 제조사도 간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있음

- 동일한 비용구조와 선호를 가진 두 기업은 현존

하는 제도 하에서 동일한 소득 배분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 경제학 모형을 통해 비용과 선호의 차이를 통제하

- 주세 제도에 따른 영향은 해외 맥주 제조사의 이

고 제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함

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보고서는 맥주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획정
- 차별적 과세표준을 종가세 내에서 제거하는 것은

해외 맥주에게 실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가격이 과
세표준으로 설정된 종가세를 다른 조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중 어느 한쪽이 차
별받는 상황은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차별적 과세표준이 초래하는 국산맥
주와 수입맥주의 비경쟁적 효과를 경제학적 모델
링 기법을 이용하여 논증함
◦Ⅲ장은 맥주 제조사와 수입맥주상의 경쟁에 있
어서 현 과세표준이 수입상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논증

<그림 4> 맥주 시장 경쟁 관계

맥주시장 내 차별적 과세표준의 비경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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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장은 맥주 제조사와 수입맥주상이 동일한 유
통가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맥주 제조사
의 출고가가 맥주 수입업체보다 더 높다는 것
을 논증
◦ Ⅴ장은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소매점이 상품묶
음(bundle)을 구성할 때 국산맥주가 배제되어
국산맥주의 점유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을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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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분석 I – 제조사/수입업자간 가격 설정과
이윤 배분

이때,  와  는 서로 다른 상품을 지칭하는 인덱
스이며  와  는 a 또는 b를 지칭함
-

1. 쟁점과 사고실험 설계

  와   는 세후 상품의 가격을 의미하며,
Bertrand 가격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이 결정하는

내생변수임

□ 기본
에서
가격
보기

복점시장 모형을 통해 동일한 비용 구조 하
차별적 과세표준 제도가 제조사/수입업자의
설정과 조세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위한 사고 실험임

□ 현 과세표준 제도 아래에서 핵심 쟁점은 제조사/수
입업자에게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조사/수입업자에게서 산출되는
상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임

-  ,  ,  는 수요함수를 결정하는 양의 모수이며,

각각 시장의 크기(선형수요함수의 절편), 수요탄
력성, 교차수요탄력성을 결정함
- 실제 주류산업은 수직적 유통구조를 가지는데 논

의의 편의를 위해 제조사/수입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로 단순화하여 수요함
수를 구성
- 수입업자와 국산제조업자는 한계요소비용으로 동

일한    를 지불함

◦ 과세표준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과
정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시점의 문제임
- 수입업자는 수입한 맥주에 대해 주세를 납부하고

◦ 본 장의 분석의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뉨
- <case 1>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 Bertrand 가격

이를 사업장에 들여와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므로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가격 균형에서 기업간 이

사전적7) 비용에 과세함

윤 차이를 분석함

- 국산 제조업자는 생산요소 비용을 지불하고 맥주

- <case 2> 두 기업 모두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설

를 생산하여 출고시에 세금을 지불하여 사후적

정된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case 1>의 상황과

가격에 과세하는 구조임

비교함

◦ 결국 주목해야 할 쟁점은 두 기업에게 하나는

□ <case 1>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 가격 경쟁의 문제

종가세로 다른 하나는 종비용세로 조세하는 것
◦ 이윤함수는 맥주 한 단위당 마진에 수요량을

2. 모형
□ Ⅱ장의 경제 분석에서는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수요와 비용 구조가 동일한 상태(통제변인)에서
차별적인 과세표준의 적용(조작변인)이 이윤, 주세
수입에 주는 효과를 분석
◦ 두 상품 a(국산맥주)와 b(수입맥주)는 선형의 대
칭적 수요함수(  )를 가진다고 가정

        

곱한 형태로 정의됨






                  

                  
- 이 때

는

종가세율을 의미하고, 차별적 과세표

준 하에서 a-국산제조사는 판매가격에 b-수입업
자는 비용에 종가세가 부가됨
- 이상의 이윤함수에 적시된 가격은 세후가격이므

로, a-국산제조사의 경우
7) 여기에서 “사전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수입업자/제조사가 생산요소에 생산 또는 유통의 부가가치를 더하기 이전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에 쓰인 “사후적”
인 용어는 그 반대의 상황을 지칭하는 것임

맥주시장 내 차별적 과세표준의 비경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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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가격   


 
세액  


◦ <case 1>의 균형에서 계산되는 결과치를 <표
6>에서 참조하면, 두 기업 사이의 가격경쟁을



한 단위 수익     세액  


통해 산출된 균형가격(        )과 수요량

- b-수입업체의 경우 과세표준이 입고되는 생산요

소에 부가되므로 세율이 비용

에

적용됨

(        )은 동일하게 나타남
- 이는 ① 수요함수가 대칭적이고 ② 비용의 크기

- 두 기업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모든 가격 수준 하

가 동일하여 ③ 두 기업의 이윤이 선형단조증가

에서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0보

변환(positive affine transformation)의 관계를 가

다 큰 모든 세율

에 대해서

     가 성립함

지므로 결과적으로 두 기업의 이윤극대화 일계최
적조건이 대칭적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

◦ 복점시장에서 Bertrand 가격 경쟁 균형은 미분

- 수요와 비용이 동일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차별적

가능한 이윤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계최적

과세표준이 균형가격 그리고 수요량에 차이를 나

조건을 연립하여 도출됨

타내진 않음

-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계최적조건은,   에

-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비자후생에 기여하는

서   를 주어진 상수로 보고,   를   로 미분

부분은 얼마나 싼 가격으로 또는 얼마나 많은 상

한 것은 0으로 놓은 식을 말하며, b-수입업자의

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인데, 두 기

일계조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출됨

업의 선호와 비용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두 기업

- 각 기업의 이윤함수로부터 두 변수(   와

  )를

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부분이 동일할 것으
로 기대

포함한 두 개의 선형방정식이 도출되어 이 둘을
연립하면 균형가격(   와   )이 유도됨8)
- 도출된 균형가격을 이윤함수와 수요함수에 대입

하면, 균형에서 이윤, 수요량,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음

- 각 기업의 조세 수입(  ,    )은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됨

 
         


◦ 양의 균형가격과 수요량을 보장하기 위해 필해
“가정 1”을 설정

가정 1.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가정]: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여  가 충분히 큰 수이며,
   이 성립하도록 수요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큼
8) <case 1>의 균형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위첨자 *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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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균형가격 및 균형
수요량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경제활동
의 결과로 배분되는 이윤에 있어서는 국산 제
조업체와 수업업체 간에 차별이 발생함

정리 1. [차별과세표준이 유발하는 기업간 차별적 이
윤배분] 대칭적 복점 가격경쟁 선형모형에서
차별적 과세표준 제도는 비용에 종가세를
매기는 기업의 이윤이 가격에 과세하는 기
업의 이윤보다 더 크다. 즉,     
- <표 6>의 균형 이윤 비교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음
- 동일한 균형 가격과 공급량으로 두 기업이 소비

자후생에 기여하는 부분이 같다고 할지라도 차별
적 과세표준은 수입업체에게 더 많은 이윤을 배
분하는 구조임
- 두 기업 마진을 비교하면, 차별적 과세표준이 제

조사보다 수입업체에게 더 높은 마진을 주는 구

과를 비교하여 (식1)에서 도출된 세액의 차이가

조임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지니는지 도출하게 됨

 

□ <case 2> 동질적 과세표준과 종가세하에서 가격
경쟁의 문제

        



◦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인해 두 기업은 차별적

◦ 두 기업이 종가세율을 가격에 적용받는 경우,

세액을 부과받게 되며, 이는 동일한 생산활동을

도출되는 균형가격(         )과 균형수요량

하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을 만듦

(         )은 <case 1>과 동일하게 나타남
- 두 기업이 종가세율을 동일한 과세표준, 가격에

적용받는 경우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됨.

정리 2. [차별적 과세표준이 유발하는 차별적 세액
/주세수입] 대칭적 복점 가격경쟁 선형모
형에서 차별적 과세표준 제도는 가격에
과세하는 기업에게서 더 많은 조세 수입
을 얻는다. 즉,   

(     그리고     )



- <case 2>에서 두 기업의 이윤함수를 이용하여 이

윤극대화를 위한 일계최적조건을 구하면 <case
1>에서 구한 형태와 동일한 일계최적조건식이 얻

- [정리 2 증명] 두 기업의 세액/조세수입의 차이를

어짐

계산하면 모든 수요와 비용의 모수 값에 대해서

   가 확인됨

- 따라서,

      

식        
  
  





 

             가 도출되며, 이

결과를 수요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의 결과를 얻음

- 적용하는 세율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동일한 선호와 비용을 가진 두 기업





                    ≠ 





- 또한 균형이윤은        

중 하나의 기업에게서 더 많은 조세를 걷음
- <case 2> 벤치마크 모형의 균형과 <case 1>의 결

<표 6> Ⅱ장 모형의 해
항 목

기업 a - 제조사

비교

기업 b - 수입업체

가격

  

  

=

  

  

    

  

=

    

  

<

    
 
  

>

    

  


수요량


이윤


조세
수입


총
조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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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균형가격과 수요량 하에서 이윤함수의 형

태가

<case

1>의

a-국산제조사와

동일하므로

<case 2>에서 얻어지는 조세수입은

   

          
     

- 각 기업에서 얻어지는 조세수입이 동일하므로 균

형 가격에서 총 조세수입은

              
◦ <case 1>과 <case 2>를 비교해 볼 때, 국산제조
사와 수입업체에게 차별적 과세표준을 설정하
는 것은 수입업자에게 정액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정리 3. [차별적 과세표준이 수입업자에게 주는
정량보조금 효과]: 차별적 과세표준 경
쟁모형과 동질적 과세표준 경쟁모형을
비교하면,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수입업
자의 비용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는 수입
업자에게




      

   
  





만큼의 정액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 구체적인 증명은 부록을 참조

◦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총 조세수입의 크기를 비
교해 보면       이므로 비차별적 과세
표준의 설정이 조세수입 보전을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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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분석 II – 가변유통비용이 존재하는 모형

2. 모형

1. 쟁점과 사고실험 설계

□ 새로운 비용함수의 가정 하에서 두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Ⅲ장에서 다루었던 모형은 차별적 과세표준이 동
일한 가격과 생산량을 가진 두 기업에게 차별적인
이윤 배분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줌
- Ⅲ장에서 사용한 한계비용함수  는 두 기업에게







                    


                    
- a-제조사의 경우 가격을 설정할 때 가변 유통비

동일하게 적용됨

용을 감안하게 되므로, 맥주 한 단위당 과세표준
에 유통가변비용이 포함되게 됨

- 차별적 과세표준의 차별적 이윤 효과를 보여주는

데 Ⅲ장의 모형이 의의가 있으나, 모형의 단순성

- b-수입업체의 경우 맥주 구입비용에 세금을 매기

으로 인해 균형가격/균형수요량 차이를 보여주지

게 되므로 맥주 한 단위당 과세표준에 가변유통

못함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

- 본 장에서 모형을 확장하여 Ⅱ장의 결과 중 기업

간 차별적 이윤배분이 확장된 모형에서도 강건한
지(robust) 확인함

□ 본 장에서는 Ⅲ장의 비용함수를 확장하여, 차별적
과세표준이 균형가격과 균형 수요량의 차이를 만
들어 냄을 보임
◦ 본 장에서는 유통에 필요한 가변비용(  )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임,
- a-제조사와 b-수입업체의 비용구조를 동일한 것

으로 통제하고 차별적 과세표준의 시장왜곡 효과
를 살펴봄



- 제조사의 한계생산비용( )과 수입업체의 단위 수

입맥주 구입비용(  )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두 기업의 (한계)가변유통비용( ) 역
시 동일함
-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 수입업체의 해외 맥주

-

Ⅱ장에서 이윤함수와 달리,

     일지라도

  
  ≠


□ Bertrand 가격 경쟁 균형에서 a-제조사가 더 높
은 가격을 설정하여, b-수입업체가 시장에 더 많
은 맥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 균형을 구하는 방식은 Ⅱ장에서와 동일하
며 구체적 균형가격과 균형수요량 값은 부록을
참조
◦ 구해진 균형 가격9)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
은 정리 4가 도출됨

정리 4. [가변유통비용 하에서 균형 가격 비교]: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 맥주를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가변유통비용(  )가 존재할
때, a-제조사의 균형가격이 더 높게 나
타나며(  †   † ), 두 기업의 가격 차이
는 세율(  )와 유통가변비용(  )에 비례적
으로 증가한다

구입비용, 즉  에 세금을 매김
- 균형가격의 차이를 계산하면



 †   †     으로 나타남
  
9) 본 장의 균형 가격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위 첨자로 † 를 사용함

맥주시장 내 차별적 과세표준의 비경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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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조사는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므로, 더 적은 수요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도출된 수요량의 차이를 계산하면

  
  

 †   †    
◦ 높은 가격/낮은 수요량을 갖는 a-제조사의 이
윤은 기업 b-수입업체보다 낮게 설정됨

정리 5. [가변유통비용 하에서 균형 이윤 비교]: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 맥주를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가변유통비용(  )가 존재할
때, a-제조사의 균형이윤이 더 낮다. 즉,
†  †
 

- 증명은 부록 참조
- Ⅲ장 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별적 과세표준

이 두 기업간 이윤배분에 있어서 차별적인 효과
를 가지게 됨

□ Ⅲ장과 Ⅳ장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차별적 과세표
준이 두 기업간 이윤배분에 있어서 차별적 효과를
가짐을 보여줌
- Ⅳ장 모형에서 주목할 사실은 차별적 과세표준이

가격 차이를 발생시켜, 제조사의 가격을 수입업
체보다 더 크게 함
- 다음 Ⅴ장에서 “정리 4”의 결과를 이용하여 수입

업체와 국산 제조사 사이에 공급가격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소매점의 상품묶음 선택 문제를
다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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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제분석 III - 소매공급가 차이가 소매
시장 상품묶음(bundling)에 미치는 영향

◦ 낱개로 판매되는 맥주 가격이 존재하고, 4개 ~
6개의 맥주가 상품묶음으로 판매되는 상품묶음

크기에

1. 소매점의 상품묶음 판매 형태

따른

가격

설정

방식(bundle

size

pricing)이 함께 존재함

□ 소매점에서는 수입맥주를 상품묶음으로 판매하는
데, 실제 상품묶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각 상품의 개별가격과 함께 상품묶음 크기에 따

라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를 모형에서 고려함
- 이는 개별 가격설정(component pricing)과 상품

묶음 크기 가격설정(bundle size pricing)10)이 혼

◦ 국산맥주는 상품묶음에서 제외됨

합된 형태임

- Ⅴ장 모형에서는 국산맥주가 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이 소매점의 이윤최적화 문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분석함

◦ 소매점에 진열된 모든 수입맥주가 상품묶음에
포함되지 않음
- Ⅴ장의 모형에서는 3개 상품을 고려하며 상품묶

◦ 서로 다른 수입원의 맥주들이 상품묶음으로 판매됨
- 수입원간에 어떤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품

음 크기가 최대 2개인 경우까지 상품묶음을 선택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함

묶음을 만드는 주체가 소매점이라고 해석

<표 7> 소매점 상품묶음 판매 현황 예시
업소명

EMART
16/11/7

묶음종류

4개
9,400원

5개
8,000원
3개
10,000원

수입원
뢰벤브로이 코리아㈜
사브밀러 브랜드 코리아(유)
신한에프앤비㈜
오비맥주㈜
인터비어코리아
㈜롯데아사히주류
㈜뮤즈인터내셔날
㈜비어케이
㈜체트
㈜프로스트
하이네켄 코리아㈜
하이트진로㈜
뢰벤브로이 코리아㈜
오비맥주㈜

맥주
투 허 필스너
필스너 우르켈, 밀러 제뉴인, 그롤쉬
에페스 필스너
스텔라, 산토리
프라가필스
아사히 수퍼드라이, 아사히 드라이블랙
에스트렐라 담
칼스버그, 칭타오
에딩거헤페
체링거
데스페라도스, 하이네켄
기린이치방
투 허 헤페 바이젠
프란치스카너, 슈파텐, 하얼빈, 뢰벤브로이

㈜인터와인(Interwine)

바가라드렁큰피쉬, 바가라러스리루, 바가라써스티터틀

비엘인터내셔날㈜
㈜롯데아사히주류
㈜뱅드뱅
㈜비어케이
비엘인터내셔날㈜
HOME
사브밀러 브랜드 코리아(유)
PLUS
수석무역㈜
엠즈베버리지㈜
16/11/16
오비맥주㈜
6개
㈜롯데아사히주류
9,500원
㈜뱅드뱅
㈜비어케이
㈜산미상사 [Sanmi Co., Ltd]
케이비코리아㈜
하이네켄 코리아㈜
출처: 여의도 근처 대형마트 2개 방문조사
4개
9,500원

파울라너
아사히
팍세스타우트
칭타오
파울라너
빅토리아, 밀러, 페로니
타이거
삿포로
벡스, 산토리
아사히, 아사히 블랙
팍세스타우트
칼스버그, 칭타오
산미구엘
크롬바커
하이네켄

10) 상품묶음 크기에 따른 가격 설정 방식은 Chu, Leslie, and Sorensen(2011)에서 소개되었음. 모든 상품 조합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상품묶음
(mixed bundle)이라고 하는데, 상품 가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설정해야 할 가격의 가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Chu, Leslie, and
Sorensen(2011)에 의하면 상품묶음 크기에 따른 가격 설정 방식은 상품묶음 내에 포함된 상품 개수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므로 설정해야 할 가격의 개수가
상품 개수에 비례적으로 증가함. 뿐만아니라 상품묶음 크기 가격설정은 혼합상품묶음에서 달성할 수 이윤에 근접한 이윤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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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묶음 판매 유인과 차별적 과세표준

주었을 경우, 상품의 한계비용보다 낮은 지불용
의를 가진 소비자가 상품묶음을 소비하는 경우가

□ Ⅳ장의 <정리 4>에 의해서 가변유통비용이 존재하
게 될 때, 국산 제조 맥주의 가격은 수입맥주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매점에 공급됨
□ 본 장에서는 소매공급가의 차이가 소매점의 상품
묶음(bundling)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
찰함
◦ 여러 상품이 공급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상품
들에 대한 선호는 각 개별 소비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많을 경우 상품묶음 판매보다 개별 상품 판매가
더 큰 이윤을 가져올 수 있음

◦ 소매점의 입장에서 볼 때 국산 제조맥주의 구
입단가가 높을수록, 국산맥주를 상품묶음에 포
함시킬 유인이 감소하게 됨
- 높은 구입단가의 제조맥주를 포함시킬 경우, 상품

묶음의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없어 수요자들을 끌
어오는 데 한계가 있음
- 상품묶음에 국산맥주를 포함시키고 상품묶음을

통해 제품단가를 할인할 경우, 소매점은 국산맥

◦ 多상품 판매 시 이질적(heterogeneous) 선호 하

주로부터 낮은 마진을 감수하거나 더 심할 경우

에서 기업이 이윤극대화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국산맥주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상품묶음(bundling)을 만들어 파는

도 있음

것임

□ 맥주 소매점이 당면하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양
하므로,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
윤극대화 행위로 볼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상품별 소매점 구입단가가 차이가
날 때 소매점이 내생적으로 상품묶음의 형태를
선택할 경우, 국산맥주가 상품묶음에서 배제되
는 경우를 분석함
- 상품묶음을 설정하는 것은 소매점의 정당한 이윤

◦ 현실에서는 이질적인 소비자의 선호가 판매자
에게 관측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
품묶음은 이윤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극대화 행위이나 이로 인해 국산맥주가 상품묶음
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문제의 본질은 소매점이 상품묶음을 만드는 이윤

극대화 행위가 아니라,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인
해 소매점의 구매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을

□ 차별적 과세표준은 소매점이 국산맥주를 상품묶음
에서 배제시켜, 소매시장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
주가 경쟁 시 국산맥주의 점유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짐
◦ 상품묶음을 구성하게 될 때, 상품묶음의 수익성
은 개별 상품의 구입단가에 영향을 받게 됨
- Adams and Yellen(1976)은 두 개의 상품이 존재

하는 독점 시장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음
- Adams and Yellen(1976)에 따르면 각 상품의 한

계비용이 높아 상품묶음을 통해 가격 할인을 해

증명

3. 소매점의 3개 맥주의 내생적 상품묶음 선택 모형
□ 이질적인 소비자 선호 하에서 3개 상품(A-국산맥
주, B-수입맥주, C-수입맥주)이 소매점에 공급되
는 시장으로 국산맥주의 소매구입단가(   )가 수
입맥주의 소매구입단가(   ,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함 11)
◦ 각 소비자들은 세 상품 (A, B, C)에 대해 서로

11) Ⅲ장과 Ⅳ장에서 대문자  를 수입원과 제조사가 부과하는 가격으로 표시함. 이에 소매점에 공급되는 소매구입단가를 표시하기 위해 대문자  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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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불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상품에

로 외생적이고,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인하여 국산

대한 지불용의는 균등분포(U[0,3])를 따름

맥주의

높다는

- 상품묶음에 대한 지불용의는 상품묶음에 속한 상

-

실제 균형을 계산함에 있어서

- 서로 다른  와  에 대해서   와   는 독립인

균등확률변수에서 나온 값으로, 상품 간 선호에

- 상품묶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NB: No Bundle),

점의 이윤(    )은

    max     

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각

상품에

 ≤   ,

소매점이 소매가격(      )를 결정할 때 소매

품들의 지불용의를 합한 것으로 정의함

소매점이

감안하여

       인 경우만을 고려함

는 (   ,   ,   )로 나타남12)

-

사실을

  ≥      인 경우를 상정함

- 각 소비자  의 상품  에 대한 지불용의를   라

고 할 때, 소비자  의 세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

가격이

부과하는

가격이



     )일 때,13) 소비자가 각 단품을 소비

함으로써 얻는 효용(   )은



∈      

      

이때, 상품 j의 수요량

   



  ∙   




≥  (       )15)

◦ 현재 소매점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묶음을 구성

       ,       
- 각 단품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

는

  ≥  인 모든 상품 ∈      를 한 단위
구매함14)

하는 행태에 따라 3개 상품을 조합하여 소매점
이 구성할 수 있는 상품묶음의 종류를 정리함
- 소매점은 단품에 대한 가격과 함께 <표 8>에 제

시된 상품묶음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혼합상

- 따라서 상품묶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상

품(2개 혹은 3개 모두)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소
비자가 존재할 수 있음

품묶음(mixed bundle)과 상품묶음 크기 가격 설
정 방식이 섞여있는 구조임
- 상품묶음을 표시하는 AB, BC, S2는 각각 상품묶

◦ 지역독점 소매점이 제품 A-국산맥주, B-수입맥
주, C-수입맥주를 제조사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음에 포함되는 상품을 포함
- BC 상품묶음의 경우, 상품 A가 상품묶음에 배제

되어 있는 경우로 본 장의 분석에서 소매구입가

- 소매점이 구매하는 소매구입가격은

      

격의 차이로 인해 BC 상품묶음이 선택되는 경우
가 모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타진

<표 8> 모형에서 고려하는 상품묶음의 종류
상품묶음

설명

AB =   

상품 A와 B를 하나의 묶음으로 팔고, C는 단품으로 파는 경우

BC =   

상품 B와 C를 하나의 묶음으로 팔고, A는 단품으로 파는 경우

S2 =      

세 상품 중 아무 상품 2개를 묶어 상품묶음으로 팔 수 있는 경우

주: 상품 A와 C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품묶음 AC는 상품묶음 AB와 대칭적인 상황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12) 소비자 타입(지불용의 수준 타입)은 연속확률분포에서 나온 값으로 하며, 총 소비자의 크기(또는 매스-mass)는 1로 정규화함
13) 소매점이 설정하는 가격은 소문자로 통일함
14)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15) 1{ }은 지시함수로 { } 안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1을 값을 가지고,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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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상품묶음에 대한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max      

    

∈








□ 소매구입가격의 변화에 따라, 국산제조맥주와 수
입품의 소매구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S2
상품묶음이 선택되지만, 국산과 수입품간의 소매
구매가격에 차이가 커질수록 BC 상품묶음을 최적
상품묶음으로 선택하게 됨

이때,  ∈     ,
                      

◦   ≥      를 만족할 때, 최적 상품묶음
선택의 결과가 <그림 5>에 요약되어 있음

각 상품묶음의 경우, 상품 구성에 따른 가격은
<표 9>를 따름

  하에

서 최적 상품묶음이 S2인 경우의   하한을 추

◦ 각 상품묶음에서 가격이 이상에서 기술한 이윤
극대화 문제를 따를 때, 소매점의 최적 상품묶
음 선택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그림 5>의 추정식(fitted line)은 주어진

정한 것으로 최소자승법을 통해 도출함17)
(식 2) 추정식 (fitted line):


         
 

   
  

arg

∈         

18)

- 주어진 수치계산 상의 제약 하에서 최적 상품묶

음 결정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풀이함16)

<표 9> 상품묶음에 상응하는 소매판매가격
소매판매가격

AB 번들

     
       
       
         

BC 번들

       
      
       
          

S2 번들

       
       
       
      





∈      

     
     
     
        

소매구입가격

min

∈   

주: 상품구성에 따른 수요량 (   )의 구체적인 형태는 부록에 기술됨

16)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분 값을 구해야 하는데, Halton 수열을 이용하여 각      에 대해 500개의 균등분포-[0,3]
값을 뽑아 사용. 각 상품묶음 형태와 소매구입가격 값에 따라 최적 가격을 구함, 이는 모형의 비선형 극대화 문제에서 최적값을 구하는 문제임. 각 상품묶음소매구입가격에 대해 150개 초기값으로부터 Nelder-Mead 방법으로 찾아진 이윤값(즉, local maxima) 중에서 극대화된 이윤을 만들어내는 가격을 최적 가격
으로 선택함. 소매구입가격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은 수 범위 안에서 0.1이 공차인 등차수열을 사용
17) 현재 모형의 경우 닫힌해(closed form solution)를 구하지 않고, 수치계산을 통해 모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추정식이 모형의 외생변수 함수 형태로 나오지 않
음. 따라서 회귀식을 통해 두 추정식을 구하는 것은 모형의 닫힌해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하지만, 모형의 결과를 요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회귀식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Chu, Leslie, and Sorensen(2011)에서도 사용된 바 있음
18) 괄호 안은 추정치의 표준편차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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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계산 결과 1. [최적 상품묶음에서 국산맥주의
배제] 국산맥주의 소매구입단가(   )가 충분히

조합 (   ,   ) 중에서 차선으로 선택되는 상품
묶음은 S2 또는 AB 두 가지로 차선의 상품묶

커서           일 경우,

음은 A-국산맥주를 포함하고 있음20)

소매점은 국산맥주를 배제하는 BC를 최적상품
묶음으로 선정한다 19)

- 차선의 상품묶음과 최적 상품묶음을 비교하면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에 대한 선호가 동질적이라
고 할지라도, 소매구입단가 차이에 의해서 국산
맥주가 소매점이 판매하는 상품묶음에서 배제되
어 단품으로만 판매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됨

□ 최적 상품묶음에서 국산맥주가 제외되는 것은 국
산맥주의 점유율을 감소시키고, 수입맥주의 점유
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A-국산맥주가 최적 상품묶음에서 배제되어 감소

하게 되는 점유율21)을 볼 수 있음
- <그림 6>에 결과가 시각화 되어 있으며, 45도선

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영역은 상품묶음에 A국산맥주가 포함되어 있을 때 점유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며, 우측에 있는 영역은 A가
배제되어 점유율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임
- A-국산맥주의 경우에는 45도선 좌측에 대부분의

결과치가 분포되어 상품묶음에서 A가 배제되었을
때 A의 점유율이 감소하게 됨을 도시함

◦ 최적 상품묶음으로 BC가 선택된 소매구입가격

<그림 5> 소매점의 최적 상품묶음 선택

19)    가 성립하는 경우와 몇 가지 경계점에서 발생하는 AB 최적 상품묶음의 결과는 예외함. 그 이유는 경계점에서 최적 상품묶음의 이윤과 차선 상품묶
음의 이윤 차가 작아서 시뮬레이션 에러가 최적 상품묶음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우려 때문임
20) 차선 상품묶음는 <부록 그림 1> 참조
21) 점유율은 각 개별 상품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각 개별 상품의 판매량은 각 상품묶음의 수요량과 다른 값임. 그 값에 대한 정의는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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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맥주의 소매구입가격이 한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A-국산맥주가 상품묶음에서 배제되어 잃게
되는 점유율은 4.7%임
◦   의 한계적 증가에 따른 상품묶음 배제 효과

◦ 이상의 조건으로 주어진 25개 (   ,   ) 조합
을 대상으로, S2와 BC를 적용할 시 점유율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하여 점유율 차이를
계량화함

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식 2) 추정식을 만족하

- 회귀식의 결과가 <표 10>에 정리되어 독립변수인

는 소매구입가격 근처에 있으면서 최적 상품묶

“S2 상품묶음”의 계수가 A-국산맥주를 상품묶음

음이 BC로 선택된 경우임

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점유

- 즉 주어진 (   ,

  )하에서 최적 상품묶음으로

BC가 선택되고. (     ,

  )일 경우 최적 상

품묶음이 S2가 선택되는 (   ,   )를 선택함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총 25개가 존재

하며, 이들 25개의 (   ,   ) 하에서 상품묶음이
BC에서 S2로 변하게 될 때 증가하게 되는 A-국

산맥주의 점유율과 감소하게 되는 B-수입맥주의
점유율을 계산함

율을 의미함
- 소매구입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3

가지 회귀식의 형태로 소매구입가격을 포함시켜
결과치를 얻은 결과, 그 결과는 회귀식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타남

◦ A-국산맥주가 상품묶음에 포함되는 경우(상품묶
음 S2)는 A가 배제되는 경우(상품묶음 BC)에
비하여 두 수입맥주 B와 C의 점유율이 각각
2.3% 감소하였고, 이는 A-국산맥주의 증가하는

점유율에 대응되는 수치임
<그림 6> 국산맥주가 최적 상품묶음에서 배제될 시 나타나는 점유율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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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계 소매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점유율 변화 효과
종속변수
A-국산맥주 점유율

독립변수




회귀식2

회귀식3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0.032*

0.338***

0.586***

0.016*

-0.162***

-0.286***

(0.018)

(0.057)

(0.143)

(0.009)

(0.027)

(0.068)

-0.019

-0.146***

-0.392***

0.009

0.070***

0.194***

(0.018)

(0.023)

(0.125)

(0.009)

(0.011)

(0.060)

-0.076***

-0.518*

0.037***

0.259*

(0.011)

(0.269)

(0.005)

(0.129)

 


0.197


S2 상품묶음
상수

B-수입맥주 점유율

회귀식1

-0.100

(0.130)

(0.062)

0.240*

-0.121*

(0.136)

(0.065)

0.047***

0.047***

0.047***

-0.023***

-0.023***

(0.005)

(0.004)

(0.004)

(0.002)

(0.002)

-0.023***
(0.002)

0.318***

0.262***

0.303***

0.342***

0.369***

0.348***

(0.011)

(0.011)

(0.022)

(0.005)

(0.005)

(0.010)

Observations

50

50

50

50

50

50

R-squared

0.859

0.929

0.936

0.867

0.933

0.941

주: 1. 괄호 안은 추정치의 표준오차 값이며, *** p<0.01, ** p<0.05, * p<0.1
2. C-수입맥주의 경우, B-수입맥주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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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2. 시사점

1. 요약

□ 국산과 수입맥주의 시장 왜곡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맥주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수입 주류 시장에서 수입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맥주에 대
한 관세가 점점 낮아지는 트렌드는 차별적 과세표
준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임

◦ 현재 차별적 조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산 제
조사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는
것보다 잘 팔릴만한 수입맥주를 국내에 들여오
는 것이 더 수익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음

◦ 조세 구조가 공평하다면, 동일한 비용과 선호를
가진 두 기업이 같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차별적 과세표준은 국산맥주 제조사와 수입맥
주 제조사의 이윤을 배분할 때 차별적인 이윤
배분을 만들어내는 구조임
- 가변유통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다면, 차별적 과세

표준은 동일한 양을 시장에 공급하는 두 기업 중
에서 수입맥주에 정량 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
한 결과를 초래함
- 가변유통비용이 존재할 경우, 차별적 과세표준으

로 국산맥주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맥주를 공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더 적은 점유율을 가
지게 됨

- 수입맥주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맛 좋은 수입맥

주를 도입하기 위한 탐색비용이 존재하겠지만, 제
품 개발을 위한 시간이 절약되어 국산 제조사는
빠른 시간 내에 제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맥주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균형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수입맥주의 국내도입이 소비자의 다양
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음
- 하지만, 국산맥주 제조 산업 내에서 상품이 개발

되면 그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해외시장 개
척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큰 수익성이 존재

□ 차별적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하여 국산맥주와 수
입맥주 간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함

- 가변한계비용의 존재와 상관없이, 차별적 과세표

준은 조세 제도에 의해 국산맥주가 상대적으로

◦ 종가세를 유지하면서 차별적 과세표준을 제거

더 적은 이윤을 얻게 하는 차별적 배분 구조를

하는 것은 종가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

만듦

를 해결하지 못함
- 종가세는 상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

□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인해 소매점의 국산맥주 소
매구입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소매점의 정당한 이
윤극대화 유인에 의해 국산맥주를 상품묶음에서
배제함

기 때문에 고가의 주류에 대해 많은 세금을 매기
는 누진세 성격을 가짐
- 하지만, 맥주와 같은 대중주의 경우 종가세로 인

한 고품질의 제품 출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국산맥주가 소매점이 구성하는 상품묶음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산맥주의 점유율을 낮추게 됨
◦ 모형에서 국산과 수입맥주의 선호가 대칭적임
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과세표준으로 인해 증가
한 소매구입가격이 결국 국산맥주 점유율의 하
락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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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질이 높아지면 원료가와 제조공정비용 인

상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설정되게 되는데, 종가
세로 인하여 질 높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음
- 정책 목표가 소비자의 다양성을 충족하고 질 높

은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라면, 종가세는

우수한 맥주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종가세 하에서 이해관계는 해외제조사-국산제

- 결국 유럽경제공동체가 WTO에 제소하였고, 우리

나라가 패소하여 희석식 소주의 세율은 오르고
수입되는 위스키/보드카 등의 세율이 낮아져 수

조사-수입원의 삼각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

입되는 증류주와 희석식 소주의 세율이 같아지게

공평성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음

되었음

- 해외 제조사들이 수입원에 공급하는 수입단가에

- 소주의 세율이 감소하게 되자, 맥주업체 측의 요

는 이미 제조사의 이윤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구에 의해 맥주 세율도 점차 낮아지게 되어 현재

판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의 세율을 이루게 됨

- 때문에 회계학적 비용 측면에서 볼 때 해외 제조

사들과 국산 제조사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기는 어려움
- 종가세를 유지하면서 차별적 과세표준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해외 맥주 제조사들의 불만을 야
기할 수 있음

◦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주종간 세율을 차등
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무역논쟁을 일
으키거나, 주종별 제조업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종량세로 전환하더라도, 주류간 동일 세율 하에
서 현 주세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 종량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함
◦ 많은 국가들이 주세에 있어서 종량세를 채택
- 공정위의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용역 자료에

따르면, OECD 25개국 중에서 5개국(한국, 터키,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종량
세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22개국만이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음

야 함
- 실증산업조직학(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에는 제품이 차별화된 시장에서 수요를 정교하게
추정하고, 세금이 변화하였을 때 이 효과를 추정
할 수 있는 모형들이 개발되어 있음
- 주류 시장에서는 출고가격 및 출고량, 소매업자의

판매량 및 매출액 데이터가 존재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은 주류 시장에 대해

◦ 종량세 하에서는 차별적 과세표준의 문제가 제
거되나, 주세를 보존하기 위한 적정 세율 계산
이 필요함

정밀한 실증분석을 할 수 있음
- 주어진 정책적 제약 조건하에서 무엇이 최적인

조세 방법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함

□ 주류시장은 많은 수입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주종간, 국가간 무역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 과거 9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당시 유럽경제공
동체(European Communities)와 희석식 소주의

□ 또한 주류 산업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의
외부효과 역시 증가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조세정
책의 변화가 주류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차등적 세율 때문에 논쟁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됨
- 당시 이슈는 수입되는 위스키/보드카 등에 대해

서는 높은 세율, 희석식 소주에는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수입장벽 효과가 있다는 것

맥주시장 내 차별적 과세표준의 비경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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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Ⅲ장 보충 자료 – 정리 3. 증명

본 증명을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은 <case 2> 모형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부가 기업 b-수입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정액보조금(S)의 크기를 도출하는 것이다.
(조건 1)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가격경쟁을 하는 두 기업은

       로 균형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조건 2) <case 2> 모형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 균형가격(   

   )이 <case 1>의 균형 가격(      )과 동

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










(조건 3) <case 2>의 모형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        와      를 만족해야 한다.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case 2>에서 기업들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정액보조금은 마치 양의 고정비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기업이 이윤극대화 일계조건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본문
에서 제시하였던 <case 2>의 균형 값이 도출된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정액보조금 하에서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
에 만족된다.



다음으로 정액보조금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크기는       로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만큼의 보조금을 지금하게 되면 (조건 3)을 만족하게 된다. 결국 동질적 과세표준 하에서 정부가
기업 b에게   만큼의 정액보조금을 주는 것은 차별적 과세표준에서의 균형가격, 균형이윤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
라 기업 a의 이윤도 동질적 과세표준과 차별적 과세표준 하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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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Ⅳ장 보충자료
□ Ⅳ장 모형의 해
◦ 균형 가격 및 수요량
† 

                  
  

 † 

                 
  

† 

                              
    

† 

                        
     

◦ 균형에서 이윤
 † 
† 

                                    
         

                       
      

◦ 조세수입
 † 

 † 

                  
         
×                           
                        
    

□ 정리 5. 증명
 가 충분히 큰 양의 실수일 때 균형 이윤은 양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   †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
 †
<1이다.
여야 할 것은 
 †
 †
                                  


†
                               

분모의 첫 번째 항인    는 1보다 큰 수이다. 분자와 분모에 제곱항으로 묶여 있는 식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분식                                      
부분식                              
부분식1은

분자에서

나온

것이며

부분식2는

분모에서

나온

것이다.

둘의

차이를

구해

보면

부분식  부분식         . 가정 1 하에서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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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Ⅴ장 보충자료
□ 5장 內 상품묶음의 수요량 형태
상품묶음별 수요량은 아래의 식에 의해 결정된다.


   








     











≥ max

max
     
∈
′






    

 는 소매점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묶음선택(bundling choice)을 의미하며 ∈      이다. 이때,
 ∈ 이고 집합  ′     이며 상품판매가격(  )은 본문의 <표 5>를 따르며   

 이다.

∈



예를 들어

                이다.

각 상품별 점유율은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먼저, 상품별 점유율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상품별 수요량
(   ∈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으로 소매점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묶음

선택으로 소매점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묶음 구성 종류를 의미한다.
 



 ∈


  ∈ 

 는 소매점이  상품묶음을 선택했을 때, 상품  이 각 상품묶음 구성에 포함될 경우 판매 총량을 누적하여 계
산하는 과정이다. 각 상품별 수요량을 바탕으로 상품묶음  에 대한 상품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상품 의 점유율  
.
    

□ 수치 계산에 있어서 균형 선택
본문에 보고된 결과들은 대칭균형을 전제로 하여 나온 값이다. 대칭균형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상품은 같은 가격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첫째, 두 상품의 비용이 같다. 둘째, 두 상품이 상품묶음으로 묶
여서 판매된다. 이상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의 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하여 균형 값이 계산되었다.
대칭균형을 가정하여 균형 값을 계산했을 때 장점은 가격의 차원이 줄어들어 계산 속도가 빨라지며, 대
부분의 중요한 경제학적 직관이 대칭균형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비대칭균형이 대칭균형의 이윤
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두 개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 사업자가 하나의 상품 가격을 무한대
로 하여 수요를 0으로 만들고, 남은 상품에 독점가격을 설정하여 상품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
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품의 수요를 통제하는 극단적인 균형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대칭균형의 장점을 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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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의 상품묶음
<그림 6>의 결과는 최선과 차선의 상품묶음을 비교하여 점유율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주어진 소매구매가격 하에서 차선상품묶음(2번째로 높은 이윤을 주는 상품묶음)을 도시한다.
<부록 그림 1> 소매점의 차선 상품묶음 선택

<부록 그림 1>에서 첫번째 추정식(첫번째 fitted line)은 <그림 5>와 동일한 것이며, 두 번째 추정식(fitted
line 2)는 S2가 차선으로 선택되는 영역과 AB가 차선으로 선택되는 영역을 나누는 식이다.

         
(식 A1) 추정식 (fitted line 2) 
 
   
  



(식 2)와 (식 A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역 I

 ≥    

영역 II

    ≥  ≥     

영역 III

     ≥ 

영역 I에서는 최선 상품묶음선택이 S2이며 차선 상품묶음선택은 BC가 된다. 영역 II에서는 최선 상품묶음선택
이 BC이며, 차선 상품묶음선택은 S2이다. 마지막으로 영역 III에서는 최선 상품묶음은 BC가 되며, 차선 상품묶
음은 AB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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