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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causality among Wando abalone producer prices by size using a

vector autoregressive model to expiscate the leading-price of Wando abalone in various price classes by size

per kg. This study, using an analytical approach, applies a unit-root test for stability of data, a Granger

causality test to learn about interaction among price classes by size for Wando abalone, and a vector

autoregressive model to estimate the statistical impact among t-1 variables used in the model. As a result of

our leading-price analysis of Wando abalone producer prices by shell size using a VAR model, first, DF, PP,

and KPSS tests showed that the Wando abalone monthly price change rate by size differentiated by

logarithm were stable. Second, the Granger causality relationship analysis showed that the price change rate

for big size abalone weakly led the price change rate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s of abalone. Third, th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showed that three price change rates of t-1 period variabl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mpacted price change rates of own size and other sizes in t period. Fourth,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mpulse responses of structural shocks for price change rate for big size

abalone was relatively more powerful in its own size and in other sizes than shocks emanating from other

sizes. Fifth,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rice change rate for big size abalone

was relatively more influential than the price change rates for medium and small size abalone.

Key words : abalone price by size, Granger causality test, vector autoregressive model, impulse response

analysis,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1. 서 론

우리나라 전복양식은 2001년 전복양식 면허 처분과 함

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전복은 주로 전라남

도 완도지역에서 생산되고, 완도지역의 전복 생산이 국내

전복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복의 주산지인

완도의 전복 산지가격이 우리나라 전복의 산지가격을 대

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전복은 일반적으로

크기별로 분류하여 1 kg 단위로 출하된다. 작은 크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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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요리하는 외식업체나 전복구이, 전복죽, 전복찜 등을

판매하는 전복 전문점으로 주로 유통되고, 큰 크기의 전복

은 선물용 등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을

거쳐 백화점 등의 소비지시장으로 유통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다. 전복은 양식 생산

환경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보통 20~23단계

의 크기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기별 전복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크기별 전복 가격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복의 크기별 가격은 서

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특정 크기의 가격 변

화가 다른 크기의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느 크

기의 전복 가격이 다른 크기의 전복 가격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전복산업의 유통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완도 전복 가격의 대·중·소 크기의

상호 인과성을 검정하여 어느 크기의 전복이 전복 가격을

주도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산물과 유사한 농·축산물의 가격결정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와 고 (1992), 최와 김 (2000), 정과 허

(2000), 양 (2003), 최 (2011) 등의 연구가 있다. 이와 고

(1992)는 송아지 시장을 포함한 소와 돼지의 산지·도

매·소비시장의 시장 가격 간의 상호 인과성을 분석하였

고, 그 결과 소의 경우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에 일방적인

선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 모두

큰 소 산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돼지의 경우,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 모두 자돈가격과 성돈

가격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와 김 (2000)은 성주

지역 참외를 대상으로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간의 장·단기

균형 관계 및 인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시장가

격 간에 공적분성이 나타나 두 시장가격이 상호 인과성을

가지는 통합된 시장임을 밝혔고, 외부충격으로 균형 상태

에서 이탈할 경우 산지시장의 균형 상태로의 조정 속도가

도매시장의 조정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태적 인과성 분석에서는 산지가격이 도매가격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과 허 (2000)는 송아지가격과 한우가

격의 산지·도매·소매가격 간의 인과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소고기 시장의 선도가격은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이고, 두 가격 모두 송아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양 (2003)은 수입시장 개방, 가축 질병, 계절적 요

인 등을 고려하여 사료곡물에서 소매단계까지의 소고

기·돼지고기·닭고기 가격의 인과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

과 사료가격의 변동이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 (2011)

는 소비지 시장의 배추 가격 효율성과 인과성 분석을 통

해 소비지 시장에서 배추의 공간적·수직적 가격 통합성과

가격 인과관계의 정도를 밝혔다. 

그리고 수산물의 가격결정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강과 이 (1998), 강 등 (2000), 이 (2007), 차와 김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강과 이 (1998)는 부산지역의 갈치와

오징어의 월별 산지도매시장가격과 소비지도매시장가격

을 이용하여 이들 시장의 가격결정에 있어 장기균형관계

가 성립함을 밝혔고,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오징어의 산지

도매시장의 가격변화가 소비지도매시장의 가격 변화를 주

도함을 밝혔다. 이같이 수산물의 가격결정구조에 관한 선

행연구들은 대부분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한 후 벡

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성

(Granger causality) 분석을 통하여 각 시장 간 인과 관계

와 함께 단기 및 장기 균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 등 (2000)은 주요 선어 3개

어종인 고등어·갈치·오징어의 가격결정구조와 그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세 품목 모두 소비지도매시장이 가격

변화를 주도하고 기준 가격이 되는 가격결정은 산지에서

이루어짐을 밝혔다. 이 (2007)는 고등어·갈치·물오징어의

유통단계별·지역별 가격결정구조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장기 인과관계에 있어 세 품목 모두 소비지도매시장

과 소비지소매시장 간 양방향성을 띠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와 김 (2009)은 수입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간 유통단계별 인과성 분석을 통해 냉동명

태의 유통단계별 순환적 인과관계가 수입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입가격 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과 냉동

갈치의 수입가격과 국내산 도매가격, 그리고 소매가격이

장기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및 냉동조기의 수

입가격이 국내산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나 그 영향

이 미미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2006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완도 전복의 크기별

월별가격 자료를 대상으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여 시계

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한 후, 완도 전복의 크기별 산지

가격 간의 인과성 검정과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

석 및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을 실시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 크기의 완도 전복 산지가

격 중 이를 선도하는 주된 크기의 가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수산물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동일

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인과성을 분석하는 점에서는 같

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분석대상을 유통단계가 아닌 전복

산지가격 내에서 전복의 크기별 산지가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수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전복의 크기별 산지가격의 선도가격에 대해 분석

을 해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과 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 언급하고, 2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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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복의 생산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추정

모형의 제시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완도 전복 산지가격의 단위근 검정과 인과성 검정 및

VAR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결론인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

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2. 전복의 생산 및 가격 현황 분석

우리나라 전복 생산은 1972년 전복 종묘생산에 관한 기

초연구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1980년 살포식 양식과

1981년 채롱식 양식이 도입되었지만, 살포식 양식과 채롱

식 양식은 생산성이 낮아 1987년 육상수조식 양식을 시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육상수조식 양식 또한 높은 시설비용

으로 인해 그 기간이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복 생

산은 2000년도에 내파성 해상가두리양식의 개발로 시설

이 대형화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3년의

생산량은 7,372톤으로 2002년의 76톤에 비하면 약 97배

나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복 양식 생산량 확대를

위해 해상중층가두리 양식 또는 전복 양식단지 조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Fig. 2는 우리나라 천해양식 전복생산의 연도별 생산금

액 및 생산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복 생산량은

2003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 6,207톤 이후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복 생산량의 완만한

증가 추세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높은 밀식 현상 때문인

데, 전복 생산량을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연안

이나 가까운 섬에 거대한 수중가두리양식장 개발을 연구

중에 있다. 과거에 전복 양식은 종묘를 이식하여 전복을

출하하기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전복

양식장 내의 밀식으로 인한 높은 폐사율로 생산자들이 출

하를 앞당기면서 평균적으로 23개월 만에 전복을 출하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양식 전복의 크기는 소

형화되고,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떨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전복 생산

량은 연도별 생산량 증가가 거의 한계에 도달한 듯 하며,

전복 양식에 있어 새로운 양식기법과 신규어장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전복 생산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복 생산금액은 전복

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상승해 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 생산금액의 추세가 견조세를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복 생산량은 조금씩 증가해

왔으나, 전복 가격은 소형 크기의 전복 출하가 늘면서 다

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복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크기의

전복이 다양한 음식과 요리의 재료로 이용되면서 크기별

전복 수요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

친환경적인 먹이를 먹고 자라는 전복이 웰빙 식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Fig. 3은 우리나라 천해양식 전복의 월별 생산량 및 생

Fig. 1. Evolution of abalone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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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복 출하가 주로 봄철에 이루

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수산물 양

식이 그러하듯이 전복 생산 또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인데,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의 폐사가 증가

하면서 이를 우려한 양식어가들이 여름이 오기 전 앞서

출하를 늘리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복의

가격은 다른 계절보다 봄철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봄

Fig. 2. Trends in volume and value of annual abalone production  

Fig. 3. Trends in volume and value of monthly abalone production 

Fig. 4. Various sizes of ab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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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에는 전복의 홍수출하로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

는 반면,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명절선물이나 수출 등의 수

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복 가격은 현재 20 ~23단계의 크기로 분리되

어 있고, 크기별 가격 편차도 심하여, 큰 크기와 작은 크기

의 가격 간에 kg당 최저 26,200원에서 최고 68,708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특정

크기의 수요가 늘거나 줄게 되면, 이로 인해 특정 크기의

전복가격이 일시적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다른 크기의 전

복가격 또한 연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전복의 산지가격에 시장왜곡이 발

생하여 가격 교섭력이 약한 양식어가에게 종종 손해를 끼

쳐왔다. 

3. 추정모형

분석방법 

전복은 출하 시 다양한 크기로 출하되어 각 크기 간 여

러 가격이 존재한다. 1 kg당 5마리부터 30마리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이 존재하는데, 크기별 완도 전복가격의 선도

가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기별 전복가격 간의 인과관

계를 분석하면 선도가격 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랜저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분석방법으

로 사용하였으며, 그랜저인과성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벡

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추정하

여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과 예측오

차 분산분해분석(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충격반응분석에서는 각 가격간의

충격 영향력의 크기와 그 충격 반응이 지속되는 기간을

분석하였으며,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에서는 모형 내 한

크기의 전복가격 예측오차 분산을 각 크기의 전복가격별

로 분해하여 예측오차의 분산이 자체 가격 및 다른 크기

의 가격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되었

다. 우선, 각 크기별 전복가격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

위근 검정(unit-root test)을 통하여 전복가격의 안정성

(stationarity)을 검정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시계열 자

료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자료이므로

자료를 이용하여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할 수 있지만, 단위

근이 존재한다면 불안정(non-stationarity)한 자료이므로

원자료를 이용하여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사용할 수 없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므

로 차분을 통하여 차분자료를 이용하거나 로그로 변환하

여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실시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시계열 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분

석이 되면 1차 로그차분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전

환한 다음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후 그

랜저인과성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VAR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

시계열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은 분석에 이용되는 시계

열 자료가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분석에 이용되는 시

계열 자료가 불안정성을 가질 경우, 한 변수를 다른 변수

에 대해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하면 변수 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의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가상적

또는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이 등 2005). 그러므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

여야 하는데, 단위근 검정은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는 검정 방법으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계

열 자료가 불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DF(Dickey-

Fuller) 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의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제거한 ADF(Augmented Dickey-Fuller

Test) 검정과 오차항의 자기상관과 이분산 문제를 제거한

PP(Phillips-Perron Test) 검정, 그리고 1종 오류를 범할 문

제를 제거한 KPSS(Kwiatkowsk-Phillips-Schmidt-Shin) 검

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Dickey and Fuller 1979;

Phillips 1987; Phillips and Perron, 1988; Kwiatkowski et

al. 1992).

ADF 검정은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분추

가항(augmented terms)인  를 추가시

킨 식 (1), (2), (3)과 같이 변형시킨 식을 사용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이 등 2005).

귀무가설(H0) : r = 0, 대립가설(H1) : 

(1)

(2)

(3)

α = 상수항

βt = 확정적 추세

εt = 백색잡음(white noise), εt ~ iid 

t = 시간변수

n = 시차

yt i–Δ i 1 2 … p, , ,=( )

r 0<

ytΔ ryt 1–
δi yt i–Δ εt+

i 1=

n

∑+=

ytΔ α r+ yt 1–
δi yt i–Δ εt+

i 1=

n

∑+=

ytΔ α βt r+ + yt 1–
δi yt i–Δ εt+

i 1=

n

∑+=

0 σ
ε

2,( )
r 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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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Said and Dickey (1985)는 차분추가항을 충

분히 추가시켜 줄 때 산출되는 검정통계량은 자기상관의

효과가 제거된 상태에서 도출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그

분포가 DF 검정통계량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

하였다.

Phillips와 Perron (1988)은 εt ~ iid 와 같이 오차

항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즉 오차항이 자

기상관과 이분산이 존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위근

검정방법을 제안하였는데, Phillips와 Perron의 이름을 따

서 PP 검정이라 부른다. PP 검정은 1차적으로 DF 검정통

계량을 추정하고, 2차 단계에서 추정된 오차항의 분산을

이용하여 DF 검정통계량을 변환시켜 자기상관과 이분산

의 영향을 제거한 뒤 검정통계량을 추정한 다음 검정을

실시한다.

KPSS (1992) 검정은 1종 오류를 범할 문제를 제거한

안정성 검정 방법으로 시계열이 정상시계열임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ADF 검정과 Phillips-Peron 검정의 경우 귀무가

설(H0, Null Hypothesis)이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KPSS 검정의 경우는 귀무가설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다, 즉 정상시계열이라는 것이 귀무가설이다. KPSS는 이

와 같은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식 (4)와 같은 LM

검정통계량을 제안하였다. 

(4)

위 식 (4)에서 St는 시계열 자료를 회귀분석 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오차(εt)의 합 을 나타내고, s2은 εt의

장기분산 추정량을 나타낸다(조와 황 2007).

그랜저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그랜저인과성 검정은 Granger (1969)에 의해 제시되었

고, Sims (1972)에 의해 일반화 되었다. 그랜저인과성 검

정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변수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전통적인 F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다.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통

해 어떤 변수가 다른 한 변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변

수가 되는지 알 수 있고, 시계열 자료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식 (5), (6)을 이용하여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5)

(6)

그랜저인과성 검정은 F 검정통계량을 사용하는데 그랜

저인과성 검정의 귀무가설과 검정 결과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남과 이 2007).

귀무가설(H0) : αi = 0 또는 δj = 0

① H0 :αi= 0 기각, H0 : δj= 0 채택 :  일방향적 관계

② H0 :αi= 0 채택, H0 : δj= 0 기각 :  일방향적 관계

③ H0 모두 기각 :  쌍방향(상호작용 관계)

④ H0 모두 채택 : 인과성 없음, x와 y는 상호독립적임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

VAR 모형은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방법이 결합된 형

태이다. VAR 모형은 n개의 선형회귀방정식으로 구성되는

데 각 방정식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각 변수들의 현재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신과 다른 변수들의 과거 관

측치를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즉, VAR 모형은 모형내의

모든 변수의 현재 관측치를 내생변수로 그리고 모든 시차

변수들을 외생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모형이다. VAR 모형

은 일반적으로 식 (7)과 같이 정리된다(이 등 2005).

(7)

 

 (시차를 k로 제한할 경우) 

Xt =  벡터

VAR 모형을 추정할 때, 원래 모형의 시차의 수는 무한

대이지만 실제 추정에서는 회귀오차( )가 백색잡음에 가

까워지는 시차로 제한하여 추정을 실시한다(이 2007).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충격반응분석은 특정 변수의 단위 충격(unit shock)이

자신과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모형

에 포함된 여러 변수 중 특정 변수에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형 안의 다른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다.1

0 σ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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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격반응분석은 특정 변수의 단위 충격(unit shock)이 자신과 다

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A 크기 가격변

수의 오차항에 표준편차만큼 나누면 이것이 A크기 가격변수의

0.01단위 충격을 말한다. 따라서 A 크기 가격변수 0.01단위 충격

으로 반응하는 B 크기 가격변수가 0.02단위 반응을 보였다면, A

크기 가격 오차항의 표준편차를 0.01단위로 가정할 경우, 이것보

다 2배 만큼 B 크기 가격이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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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반응분석은 한 번의 충격이 현재와 미래의 내생변

수에 대한 충격의 효과를 측정한다. 충격반응함수는 일

반적으로 식 (8)과 같이 정리된다(이 등 2005; 김과 장

2003).

(8)

, 

충격반응함수는 (i, j)번째 원소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변수가 모두 일정할 때 변수 yj에 대한 충

격(impulse) εj가 s-기 후의 변수 yi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

을 의미한다. 이는 변수 yi가 변수 yj 변화에 반응하는 정

도를 나타내며 t 시점에서 j번째 변수의 오차항(εjt)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t + s) 시점에서 i번째 변수(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낸다(김과 장 2003).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Forecast Error Variance De-

composition Analysis)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은 변수들의 변동에 대하여 서로

간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모형 내 한 변수

의 예측오차 분산을 각 변수별로 분해하여 예측오차의 분

산이 자체 변수 및 다른 변수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

지를 나타낸다. 즉,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은 모형 내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VAR 모형에서 t-기의 예측오차는 식 (9)과 같

이 정리된다(이 등 2005; 김과 장 2003).

 (9)

s기 예측의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는

식 (10)과 같다. 

(10)

변수 yt에 대한 s-기 후의 예측치 의 예측오차에서

j번째 변수에 나타나는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εt를 직교화된 오차 ut로 나타내면 식 (11)과

같다(김과 장 2003). 

(11)

 

분산분해는 

의 j번째 직교오차(ujt)가 s 기간 후 예측

오차의 평균제곱오차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지를 측정한

것이다(김과 장 2003). 

 

4. 실증분석

자료분석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완도 전복의 크기별 가격의

관측치 수는 93개로 2006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업관측센터 관측통계 월별자

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크기별로 나누어져 있는 전복 가격을 1 kg당 8-11마리,

12-15마리, 16-20마리의 3그룹으로 묶어 각 그룹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그룹의 단위 통

일과 탄력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자료를 로그차분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완도 전복가격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큰 크기(8-11

마리)의 평균, 최댓값, 최솟값은 각각 약 49,928원, 68,708

원, 37,750원이었다. 중간 크기(12-15마리)의 기초통계량

은 평균은 약 37,325원, 최댓값은 47,917원, 최솟값은

32,375원이었다. 그리고 작은 크기(16-20)의 기초통계량

은 평균은 약 32,113원, 최댓값은 42,267원, 최솟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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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s+

( ) MSE εt s,( ) E yt 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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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statistics

Unit : Won

B M S

Mean 49,928 37,325 32,113

Median 48,833 35,958 30,867

Std. Dev 7,793.55 4,330.79 4,223.77

Minimum 37,750 32,375 26,200

Maximum 68,708 47,917 42,267

Sum 4,643,293 3,471,241 2,986,539

Observations 93 93 93

Note : B is average price of 8~11 abalone numbers per 1kg, M is

average price of 12~ 15 abalone numbers per 1 kg, S is

average price of 16~ 20 abalone numbers per 1 kg. 

Source : Korea Maritime Institute Fisheries Outlook Center (http://

www.fo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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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0원이었다. 상세한 기초통계량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또한 이 세 그룹의 전복 가격의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Fig. 5와 같이 전복의 가격이 다른 계절보다 봄철이 낮고

가을이나 겨울철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큰 크기의 전복가격과 중간 크기,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은

그 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

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

여 ADF 검정과 PP 검정, 그리고 KPSS 검정을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ADF 검정에서 차분추가항 차

수(p)의 결정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정보기

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PP 검정과 KPSS 검정 시 고

려되는 시차 수는 Newey and West 방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는 큰 크기와 중간 크기, 작은 크기 가격의 로그

차분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이다. ADF, PP, KPSS

검정 분석 결과 모든 크기의 자료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판정되었다. 

적정시차 선정

VAR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시차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정적인 것으로 검증된 시계열 자료를 이

용하여 무제약 VAR 모형을 구성하여 적정시차 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음 Table 3은 적정시차 분석 결과이다. 적정

시차 분석 결과, SC 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준에서

1시차에서 최솟값이 나와 적정시차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VAR 모형에 모두 적정시차로 판명된 1시차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랜저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VAR 모형은 변수를 적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통해 변수 순서를 결정하였

다. 전복 크기별 가격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랜저인과성 검정 결과,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전

복가격 변화율은 서로 간에 인과성이 존재하여 중간 크기

Fig. 5. Trends in monthly price by size of Wando abalone 

Table 3. Result of lag length criteria

 Lag LogL LR FPE AIC SC HQ

0 557.3118 NA 2.70E-10 -13.5198 -13.4317* -13.4845

1 577.1045 　37.6545*  2.07E-10* -13.7830* -13.4308 -13.6416*

2 581.7659  8.5267 2.31E-10 -13.6772 -13.0609 -13.4298

3 587.8286 10.6467 2.49E-10 -13.6056 -12.7251 -13.2521

4 591.2293  5.7230 2.86E-10 -13.4690 -12.3244 -13.0094

5 596.8656  9.0730 3.13E-10 -13.3870 -11.9782 -12.8214

6 602.5446  8.7262 3.43E-10 -13.3060 -11.6330 -12.6343

7 612.6671 14.8134 3.38E-10 -13.3333 -11.3962 -12.5556

8 615.9265  4.5314 3.97E-10 -13.1933 -10.9921 -12.3096

9 620.1036  5.5015 4.58E-10 -13.0757 -10.6103 -12.0859

10 625.2911  6.4527 5.20E-10 -12.9827 -10.2531 -11.8868

Table 2. Result of unit root test 

TEST DLB DLM DLS

ADF 

t-Stat -7.0422 -5.5755 -5.6282

Prob.  0.0000  0.0001  0.0001

Lag 0 7 8

PP 

t-Stat -7.0895 -7.6492 -7.4713

Prob.  0.0000  0.0000  0.0000

Bandwidth 3 2 2

KPSS 

LM-Stat  0.0514  0.0263  0.0222

5% level  0.1460  0.1460  0.1460

Bandwidth 2 2 2

Note : ADF, PP- Null hypothesis (H0) is that unit root exists.

        KPSS- Null hypothesis (H0) is that unit root is nonex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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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큰 크기와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서로 간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차를 3시차

까지 늘려보아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랜저인과성 검

정의 결과에 따라 VAR 모형 변수의 순서를 적정시차인

1시차 결과인 큰 크기→작은 크기→중간 크기 순서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

그랜저인과성 검정 결과와 적정시차 검정 결과에 따라

VAR 모형은 그랜저인과성 검정 결과인 큰 크기→작은

크기→중간 크기 순서로 변수를 작성하여 분석을 하였

고, 모형의 시차는 적정시차인 1시차로 분석하였다. 전복

크기별 가격 변화율의 (1,1) VAR 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AR 모형 분석 결과, 각 자기변수의 1시차 전 가격 변

Table 4. Result of Granger Causality

Null Hypothesis : 
Lag 1 Lag 2 Lag 3

F-Stat Prob. F-Stat Prob. F-Stat Prob.

DLM↛DLB 1.4741 0.2279 0.8718 0.4219 0.6876 0.5621

DLB↛DLM 1.9794 0.1630 1.0693 0.3478 1.0472 0.3762

DLS↛DLB 0.0012 0.9716 0.1090 0.8968 0.2073 0.8910

DLB↛DLS 0.0150 0.9026 0.2231 0.8004 0.2667 0.8492

DLS↛DLM 6.4395 0.0129 4.3575 0.0158 3.4523 0.0202

DLM↛DLS 5.7748 0.0184 4.8886 0.0098 3.7242 0.0145

Table 5. Result of VAR model

DLB DLS DLM

DLB(-1) 0.756589*** 0.701408** 0.672132**

[3.08809] [2.28447] [2.39685]

DLS(-1) 0.938647*** 1.513757*** 1.278005***

[2.70344] [3.47900] [3.21590]

DLM(-1) -1.4141*** -1.99417*** -1.69159***

[-2.98111] [-3.35464] [-3.11566]

C -0.00143 -0.00071 -0.00209

[-0.28068] [-0.11139] [-0.35684]

 R-squared 0.168222 0.157076 0.160587

 Adj. R-squared 0.139539 0.12801 0.131641

 Sum sq. resids 0.204242 0.320757 0.267568

 S.E. equation 0.048452 0.06072 0.055457

 F-statistic 5.865051 5.404056 5.547932

 Log likelihood 148.3951 127.8574 136.1071

 Akaike AIC -3.17352 -2.72214 -2.90345

 Schwarz SC -3.06315 -2.61177 -2.79309

 Mean dependent 0.000353 0.001862 0.00015

 S.D. dependent 0.052233 0.065024 0.059512

 Determinant resid covariance (dof adj.) 2.95E-10

 Determinant resid covariance 2.58E-10

 Log likelihood 617.218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13.3015

 Schwarz criterion -12.9704

Note : t-statistics in [ ]

*, **, *** mean that coefficients of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under 10%, 5%, 1% critical valu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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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과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큰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전기의 작은

크기와 중간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에 모두 1%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

은 크기 전복가격 변화율은 전기의 큰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에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중간 크기의 전복가

격 변화율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항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간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

은 전기의 큰 크기와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에 각

각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차 전 각 크기별 전복가격의 변화율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순환적으로 가격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밀접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

만일 VAR 모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충격반응분석

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분석의 결과들은 모두 유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충격반응분석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분석에 앞서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 결과는 다음 Fig. 6과 같다.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은 모든 근들이 1보다 작고 관측

치가 단위원 내에 존재하면 VAR 모형은 안정적이다.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 결과, 각 크기별 전복가격 변화

율의 관측치가 단위원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된 VAR

모형이 안정적인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VAR 모형은 단기적인 인과성에 있어서 영향은 잘 제시

해 주시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인 영향은 구체적으

로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동태적

분석인 충격반응분석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분석을 실시

해 보았다. 다음 Fig. 7, 8, 9는 각 크기별 전복가격의 변

화율에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10개월까지의 충격 영향

에 대한 충격반응분석의 결과이다. 

큰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충격이 발생하

였을 경우, 큰 크기 자체는 1개월 후 약 0.048단위의 양

(+)의 영향을 받으며, 5개월 후 충격의 영향은 0으로 수렴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큰 크기 충격에 작은 크기는 1개월

후 약 0.05단위의 양(+)의 영향을 받으며, 4개월 후 충격

의 영향은 0으로 수렴하였다. 큰 크기 충격에 중간 크기는

1개월 후 약 0.05단위의 양(+)의 영향을 받으며, 4개월 후

충격의 영향은 0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충격이 가해

졌을 경우, 큰 크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작은 크기 충

격에 작은 크기 자체는 1개월 후 약 0.03단위의 양(+)의

영향을 받으며, 3개월 후 충격의 영향은 0으로 수렴하였

다. 작은 크기의 충격에 중간 크기는 1개월 후 약 0.02 단

위의 양(+)의 영향을 받으며, 4개월 후 충격의 영향은 0으

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충격이 발생

하였을 경우, 큰 크기는 1개월 후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나

점차 음의 영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0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 크기 충격에 작은 크기

는 1개월 후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나 점차 음의 영향을

Fig. 7. Result of impulse response analysis in big size impulse

Fig. 6. Result of VAR model stationar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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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시작하여 6개월 후에는 0으로 수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간 크기 충격에 중간 크기 자체는 1개월 후

약 0.01단위의 양(+)의 영향을 보이다가, 2개월 후 부터는

음의 영향을 그리고 5개월 후부터 충격의 영향은 0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Table 6, 7, 8은 충격반

응분석에 대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크기별 전복가격 변화율의 충격에 있어 큰

크기 전복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대한 충격이 중간 크기

와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었다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

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의 충격은 큰 크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중간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Forecast Error Variance Decom-

position Analysis)

각 크기별 전복가격의 예측오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모

형 내의 각 크기별 전복가격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하

기 위해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Fig.

10, 11, 12는 각 크기별 전복가격 변화율의 예측오차 분산

이 금기와 전기의 자신 및 다른 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

명되는지에 대한 10개월까지의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 결

과이다. 

큰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10개월 후 큰 크기 자체

Fig. 8. Result of impulse response analysis in small size impulse

Fig. 9. Result of impulse response analysis in medium size impulse

Table 6. Response of DLB

 Period DLB Impulse DLS Impulse DLM Impulse

1 0.048452 0 0

2 0.014118 -0.00019 -0.01513

3 0.002735 -0.00143 -0.00588

4 0.000382 -0.00080 -0.00120

5 7.20E-05 -0.00026 -0.00011

6 3.42E-05 -5.85E-05 -9.42E-06

7 1.61E-05 -1.03E-05 -1.32E-07

8 5.58E-06 -2.01E-06 -3.33E-06

9 1.50E-06 -6.95E-07 -1.74E-06

10 3.38E-07 -2.91E-07 -5.27E-07

Table 7. Response of DLS

 Period DLB Impulse DLS Impulse DLM Impulse

1 -0.050881 -0.033135 0

2 -0.011869 -0.006035 -0.02133

3 -0.000952 -0.00080 -0.00682

4 -0.000280 -0.00076 -0.00084

5 -9.14E-05 -0.00022 -0.000128

6 4.54E-06 -2.90E-05 7.69E-05

7 1.10E-05 1.36E-06 1.10E-05

8 4.10E-06 1.19E-06 -2.57E-06

9 8.51E-07 -2.03E-08 -1.73E-06

10 9.03E-08 -1.60E-07 -4.34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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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화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90.6%이고 작은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중간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9.4%

로, 큰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자체가격 변화율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10개월 후 작은 크기

자체가격 변화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26%이고, 중

간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11.5%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큰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62.5%

로,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큰 크기에 의해 대부

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10개월 후 중간 크기

자체가격 변화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13.4%이고

작은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14%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큰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72.6%로, 중간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은 큰 크기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완도 전복가격의 변화율은 큰 크기 전복가

격의 변화율에 의해 큰 크기 자체 전복가격의 변화율뿐만

아니라 중간 크기 및 작은 크기에 전복가격의 변화율에도

Table 8. Response of DLM

 Period DLB Impulse DLS Impulse DLM Impulse

1 0.049714  0.022126 0.01069

2 0.013498 0.004918 -0.01810

3 0.001825 -0.000730 -0.00682

4 -3.18E-05 -0.000750 -0.00113

5 -4.63E-05 -0.000240 2.13E-05

6 9.96E-06 -4.32E-05 5.62E-05

7 1.19E-05 -3.18E-06 9.57E-06

8 4.65E-06 2.04E-07 -2.25E-06

9 1.13E-06 -1.79E-07 -1.71E-06

10 1.87E-07 -1.90E-07 -4.92E-07

Fig. 10. Result of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in big size 

Fig. 11. Result of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in small size

Fig. 12. Result of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in medium size



A Leading-price Analysis for Wando Abalone Producer Prices by Size 339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간 크기의

전복 가격 변화율은 작은 크기의 전복 가격 변화율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9, 10, 11은 분산분해분석에 대한 결과를 수

치로 나타낸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완도 전복의 대·중·소 크기의 산지가격

이 각각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우선 단위근 검정을 통해 1차 로그차분된 자료의 이용

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적정시차 선정 및 인과성 검정을

통해 크기별 전복가격의 상호 인과성을 확인한 다음 VAR

모형을 통해 크기별 1시차 가격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

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완도 전복의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가격 변화율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이 중간 크기의 전복

가격 변화율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큰 크기의 전복 가격 변화율은 중간 크기의 전복가

격 변화율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작은 크기의 전복 가

격 변화율에는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과성 검정을 종합해 볼 때, 큰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

이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에 좀 더 영향을 줌으로

써 VAR 모형의 변수 순서는 적정시차인 1시차의 모형 하

에 큰 크기→작은 크기→중간 크기의 순서로 분석되어

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대·중·소 크기의 산지가격

의 변화율 모두 자기변수의 1시차 전 가격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대·중·소 크기의 전복가격 모두 다른 크기의 가격에도 서

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시차 전 각

크기별 전복가격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며

순환적으로 서로의 가격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VAR 모형이 가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영

향 분석의 한계를 해결해 보고자 동태적 분석인 충격반응

분석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충격

반응 분석은 큰 크기 전복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대한

충격이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의 변화율의 오

차항에 대한 충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었

다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전복

가격 변화율의 충격은 큰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중간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분산분해분석도 큰 크기의 전복가격의 변화율

이 큰 크기 자체 전복가격의 변화율뿐만 아니라 중간 크

기 및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 변화율에 상대적으로 더 많

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1시차 전 각 크기별 전복가격의 변

화율과 현재의 각 크기별 전복가격의 변화율은 순환적으

로 서로의 가격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완도 전복의 월별 크기별 가격의 인과성에

Table 9. Variance decomposition of DLB

 Period S.E. DLB DLS DLM

1 0.048452 100 0 0

2 0.052686 91.75364 0.001255 8.245106

3 0.053103 90.58379 0.073901 9.342309

4 0.053124 90.51723 0.096595 9.386174

5 0.053125 90.51473 0.098966 9.386303

6 0.053125 90.51462 0.099087 9.386290

7 0.053125 90.51462 0.099091 9.386289

8 0.053125 90.51462 0.099091 9.386289

9 0.053125 90.51462 0.099091 9.386289

10 0.053125 90.51462 0.099091 9.386289

Table 10. Variance decomposition of DLS

 Period S.E. DLB DLS DLM

1 0.060720 70.22005 29.77995 0

2 0.065721 63.19973 26.26267 10.53761

3 0.066086 62.52548 25.98863 11.48588

4 0.066096 62.50774 25.99372 11.49854

5 0.066097 62.50690 25.99437 11.49873

6 0.066097 62.50681 25.99434 11.49885

7 0.066097 62.50681 25.99434 11.49885

8 0.066097 62.50681 25.99434 11.49885

9 0.066097 62.50681 25.99434 11.49885

10 0.066097 62.50681 25.99434 11.49885

Table 11. Variance decomposition of DLM

 Period S.E. DLB DLS DLM

1 0.055457 80.35978 15.91874 3.721481

2 0.060078 73.52093 14.23427 12.24480

3 0.060496 72.59967 14.05295 13.34738

4 0.060511 72.56335 14.06127 13.37538

5 0.060512 72.56221 14.06262 13.37517

6 0.060512 72.56211 14.06265 13.37524

7 0.060512 72.56211 14.06265 13.37524

8 0.060512 72.56211 14.06265 13.37524

9 0.060512 72.56211 14.06265 13.37524

10 0.060512 72.56211 14.06265 13.3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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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다소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큰 크기의 전복 산지가

격이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전복가격을 선도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태적 충격 또한 큰 크기 전복

가격이 다른 크기의 전복 가격에 영향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복의 상품성이

가진 특성상 탕이나 찌개류에 이용되는 작은 크기의 전

복 보다 선물용으로 주로 출하되는 큰 크기의 전복가격

이 일단 결정되어지면 그 크기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은

크기와 중간 크기의 전복 가격이 순서적으로 결정되어지

는 산지의 거래동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복 가격은 1 kg 당 5마리에서 30마리 이

상까지 크기별로 등급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세분화되어 있는 전복의 크기별 가격 등급은 소비자의 전

복 구매에 혼란을 일으키고, 전복시장의 가격 왜곡과 전복

생산자들로 하여금 출하 부담을 야기시켜왔다. 본 연구 결

과에서도 큰 크기의 전복이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주시할 때, 전복의 크기별 가격 등급을

표준화하여 7단계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전복 가격의 등급 단순화는 소비자

들의 전복 가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전복의

크기별 각 가격에 대한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 현상을 완

화시킬 수 있고, 생산자들의 출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언급하자면, 우선, 분석에 적

용된 (1.1) VAR 모형의 통계적 결정계수가 낮아 모형의

통계적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다음으로

완도 전복의 크기별 가격의 경우, 일별 자료를 제공해 주

는 기관이 없어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다 보니

관측치 수가 다소 적음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비교적 자료 수가 많은 도매 또는 소매시장의 일

별 자료를 가지고 크기별 전복가격의 인과성 분석을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크기별 전복가격의 왜곡 현상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의 손실과

이득을 추정하여 그것의 경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

는 연구도 추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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