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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ading price between Jeju and Wando’s oliver flounder producer 
price and to analyze the dynamic effect of the regional producer price using the panel VAR model. In the 
process of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unit roots in the monthly data of Jeju and Wando’s oliver 
flounder producer price. So, in order to avoid spurious regression, the rate change of producer price which 
carries out log difference was us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the change rate of producer price in oliver flounder in Jeju was slightly larger 
than that in Wando, but it was found that each region all leads the change rate of the producer price in oliver 
flounder. Second, the panel VAR estimation showed that the rate change of producer price in Jeju and Wando 
a month ag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rate of producer price of each region. Third,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indicated that other regions are affected a little more than the same region in 
case of the occurrence of the impact on the error terms of the change rate of produce price in Jeju and Wando 
oliver flounder. Fourth,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hange rate of producer price in 
the two regions was higher explained by Jeju compared to Wando.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results can not only be useful as basic data for the stabilization of oliver flounder producer price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easing volatility but can also help the oliver flounder industry operate it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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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한ㆍ남종오

Ⅰ. 서  론

2019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 톤을 기록하여 여전히 어획량은 100만 톤 아래에 정체

되어 있다. 이러한 어업 현실로 인해 양식어업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듯 양식어업 생

산량도 2019년 기준 약 237만 톤으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조류와 패류양식을 제외한 어류양식은 소비 위

축 및 투자 부족 등으로 양적인 성장세가 정체되어 생산량이 약 8만 톤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양식어류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여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넙치양식은 고수온, 냉수대, 태풍, 적조 

등의 자연 재해와 어병, 종자입식량 및 출하량 조절 실패, 계절별 상이한 소비 선호의 변화, 젊은 층

이 선호하는 연어와 방어 수입 증가,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검역 강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 및 불안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식넙치를 포함한 어류양식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양식어업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장의 환경관리 강화,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 입식량 관리, 우수종자 개발, 대규모 스마트양식장 조성 등을 통해 예방양식, 
규모화, 스마트 양식어업으로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식넙치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및 변동성 심화는 넙치양식 어

가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도는 뉴스나 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반복

적으로 접하게 된다1). 양식넙치 산지가격의 변동성 심화는 양식어가의 시기별 입식량, 양성물량, 출하

량 조절 등의 경영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며, 산업적으로는 양식넙치 수급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식넙치 산

지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와 관련 지자체에게 있어 중요한 양식산업의 정책적 목표이며, 각 지

역의 넙치양식업계에게도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계량모형으로 양식넙치 산지가격을 분석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정책의 참고자료가 될 만한 

선행연구들은 다른 어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 존재한다. 남종오ㆍ정민주(2017)는 ARMA 모형과 

수정된 Diebold-Mariano 모형에 기초하여 제주 양식넙치 월별 산지가격의 우수 모형을 선정한 후, 모

형 간 예측력을 검정해 보았다. 이헌동ㆍ안병일(2016)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와 완도의 크기별 

양식넙치 산지가격과 양식넙치의 지역별 도매시장간 가격의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손진곤ㆍ남종오

(2016)는 VAR 모형을 이용해 중량별 제주 넙치 산지가격의 선도가격을 추정하고, 중량별 가격 충격

에 대한 동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옥영수 외(2007)는 제주 양식넙치 가격과 노량진 시장

가격을 변수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양식넙치 가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에 활용한 패널 VAR 모형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지역별 전

력소비와 경제성장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연정 외, 2019)와 서울시의 자치구별 주택시장

을 분석한 연구(박건준, 2016; 이용희, 2018)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혁신수준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1) “제주산 양식 광어 가격폭락...200톤 수매 폐기 ‘긴급조치’”(동아일보, 2019.10.22.), “제주 광어 가격 하락에 수출까지 
불안 ‘이중고’”(한국일보, 2019.07.29.), “‘국민횟감’은 옛말...완도 광어의 눈물”(서울경제, 2020.03.18.), “광어 가격 폭
락에 따른 대책 빨리 마련되야”(완도신문, 2019.06.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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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강희찬ㆍ황상연, 2016)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순수출,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송유철ㆍ원용걸, 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수산분야에 있어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양

식어류의 가격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1kg 미만의 양식넙치가 전체 생산량 중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kg 미만 양식넙치의 선호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지역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선행연구들은 모형 상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중량별 양식넙치 가격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간에 특정 중량별 양식넙치 가격 관계를 분석하거나 한 지역의 중량별 양식

넙치 산지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제한적인 수준의 연구를 극복하고자 양식넙치 생산량의 약 58%를 

생산하는 제주와 약 30%를 차지하는 완도의 양식넙치 중량별(500g, 700g, 1kg, 1.1kg, 2kg)ㆍ월별(2005
년 6월~2020년 9월) 산지가격 모두를 분석에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제주와 완도의 중량별ㆍ월별 산지가

격을 패널자료의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각 지역의 중량별 가격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패널 VAR(Panel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해 양식넙치 산지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을 분석해 본다. 더불어 변수 

간 단기적인 영향만을 보여 주는 패널 VAR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충격반응분석과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패널 VAR 모형은 횡단면 자료의 성격을 지닌 5개 중량별 넙치가

격을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일별자료에 비해 기간이 다소 짧은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VAR 관련 

선행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유도 부족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유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가 효율적이므로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량별 

양식넙치 횡단면자료의 이질성(Heterogenity)을 고려할 수 있다(Holtz-Eakin et al., 1988).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에서는 국내 양식넙치 생산현황 및 산지가격 추이를 살

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단위근 검정, 적정시차선정, 패널 그랜저인과성 검정, 패널 

VAR 모형, 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의 이론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및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생산현황 및 산지가격 추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국내 양식넙치 생산량은 2005년 약 21,480톤에서 2009년 약 48,600

구분 2005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주도 10,716 
(49.89)

25,724 
(52.93)

22,051 
(62.46)

24,383 
(65.07)

26,368 
(65.63)

26,622 
(68.34)

24,145 
(59.82)

22,626 
(63.38)

22,891 
(64.10)

23,471 
(63.60)

완도 6,378 
(29.69)

13,262 
(27.29)

10,323 
(29.24)

10,798 
(28.81)

11,772 
(29.30)

11,000 
(28.24)

12,888 
(31.93)

9,792 
(27.43)

10,086 
(28.24)

11,041 
(29.92)

기타 4,386 
(20.42)

9,614 
(19.78)

2,930 
(8.30)

2,293 
(6.12)

2,036 
(5.07)

1,332 
(3.42)

3,333 
(8.26)

3,280 
(9.19)

2,733 
(7.65)

2,392 
(6.48)

합계 21,480 
(100.00)

48,600 
(100.00)

35,304 
(100.00)

37,474 
(100.00)

40,176 
(100.00)

38,954 
(100.00)

40,366 
(100.00)

35,698 
(100.00)

35,710 
(100.00)

36,904 
(100.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www.foc.re.kr), 광어 관측통계.

<표 1> 양식넙치 연도별ㆍ지역별 생산량 및 생산비중
(단위: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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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약 36,904톤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과 비중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지만 제주는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생산비중 

주: 2020년 양식넙치 생산량은 1~9월까지의 자료를 합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www.foc.re.kr), 광어 관측통계.

<그림 2> 양식넙치 지역별ㆍ중량별 산지가격 추이(2005~2020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www.foc.re.kr), 광어 관측통계.

<그림 1> 양식넙치 지역별 생산량 및 생산비중 추이(2005~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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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도와 기타지역은 생산량과 생산비중이 하락추세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타지역의 넙치 생산량과 생산비중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

어 양식넙치 생산의 양적 측면에서 제주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와 완도의 중량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 모든 중량에서 완도의 산지가격이 제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산과 완도산 양식

넙치의 품질 차이2)와 중도매인이 넙치를 수조에 보관 시 폐사율이 낮은 완도산을 선호하는 경향 등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주와 완도산 양식넙치 산지가격의 등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Coupling) 현상이 

관찰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조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제주와 완도의 수협이나 생

산자단체가 산지가격 결정단계에서 수산업관측센터의 지역별 양식넙치 산지가격을 일정 부분 참고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분석 방법

1. 패널 단위근 검정

패널자료의 단위근을 검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Levin-Lin-Chu(2002)와 

Im-Pesaran-Shin(1997) 등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패널 단위근 검정에는 전체 패널에 대한 공통의 단위

근 검정 방법인 Levin-Lin-Chu(LLC) 검정과 개별 패널의 단위근을 점정하는 Im-Pesaran-Shin(IPS) 검

정이 존재한다.

LLC 검정은 모든 패널이 공통의 자기회귀계수인 를 가진다는 제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경

우 오차항의 계열상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속변수 의 차분추가항을 모형에 추가

하면 계열상관 문제는 완화되고, 는 백색잡음이 된다(StataCorp LLC., 2019).

      
′ 

 



                                                 (1) 

귀무가설(): 모든 에 대해  , 대립가설(): 모든 에 대해      

LLC 검정은 각 패널의 시계열 자료에 대해 ADF 검정방법을 적용하여 t값을 도출하고, 이를 표준

화시키면 그 통계량은 점근적으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갖게 된다(박건준, 2016). 그

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패널이 동일한 자기회귀계수를 갖는다는 대립가설을 전제하기 때문에 

LLC 검정은 다른 패널 단위근 검정방법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된다.
IPS 검정은 모든 패널에 대해 동일한 자기회귀계수를 갖는다는 LLC 검정의 대립가설을 일부 완화

한 검정방법이다. 식 (2)의 는 패널개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는 모든 와 에 대해 독립적으

2) 넙치 도매업자와 대형마트 수산담당 바이어는 완도산 넙치(1kg)가 제주산에 비해 육질이 단단하고, 회로 썰었을 때 
색깔의 투명함이나 맛에 있어서 요식업계가 더 선호한다라고 평가하였다(이헌동·안병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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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패널개체에 걸쳐서 이질적인 분산을 허용한다(Im et al., 2003).

      
′ 

 



                                                (2)

귀무가설(): 모든 에 대해  , 대립가설(): 일부 에 대해    

IPS 검정은 패널별 시계열 자료에 대해 ADF 검정을 실시하여 t값을 도출하고, 전체 패널에 대한 

평균인 를 구한다. 추정된 전체 패널에 대한 평균인 는 시계열 자료의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며, 값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후 임계치를 도출한다(김홍기, 2005). 

2. 적정시차 선정

단위근 검정 이후 패널 VAR 분석을 위해서는 모형 분석에 적용할 적정 시차를 결정해야 한다. 
Andrews and Lu(2001)는 일반화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통한 추정 시 과

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s)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J 통계량에 기반한 시차 선정 기준인 

Model and Moment Selection Criteria(MMSC)를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MMSC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HQIC(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a) 기

준으로 변형하면 ,  ,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개별 선택기준은 

다음의 식 (3), (4),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

  · ln                                    (4)

   ·ln·ln                            (5)

여기서  는 Hansen의 과도식별 검정통계량을 의미하며, 는 추정계수의 개수, 는 적률조건

(Moment Conditions)의 개수, 은 관측치의 수를 의미한다. Andrews and Lu(2001)는 상기 3가지 선

택기준 중에서 ,  를 시차 선정의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것을 추천하였다.

3. 패널 그랜저인과성 검정

그랜저인과성 검정은 Granger(1969)가 제안하였고, Sims(1972)에 의해서 일반화되었다. 그랜저 인과

성 검정은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변수 사이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패널 그랜저인과성 검정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그랜저인과

성 검정과는 달리 패널자료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Wald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인과성 검정을 

실시한다(최봉호, 2014).



52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53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양식넙치 산지가격의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

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패널개체에 걸쳐서 이질적인 분산을 허용한다(Im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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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 (7)을 이용하여 패널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귀무가설

()을     또는    이라 한다.

①      을 기각하고,      를 채택한다면 가 를 선도한다.

②      을 채택하고,      를 기각한다면 가 를 선도한다. 

③  모두를 기각하면 가 를 선도하고, 도 를 선도한다.

④  모두를 채택하면 와 는 상호독립적이다.

4. 패널 VAR 모형

패널 VAR 모형은 패널자료를 VAR 모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형으로 Holtz-Eakin et 
al.(1988)에 의해 제시되었다. 패널 VAR 모형은 패널자료를 분석에 이용하기 때문에 VAR 모형 분석

에 활용하는 시계열 자료의 기간이 짧아 발생 가능한 자유도 부족 문제를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함으

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패널 VAR 모형은 다음의 식 (8)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는 패널개체 수(   ⋯ )이며, 는 

기간(   ⋯ ), 는 시차를 의미한다.  는 종속변수의 × 벡터이고,   ⋯  

는 × 행렬을 의미하며,  는 패널 개체의 특성,  는 오차항이다(Abrigo and Love, 2015).

           ⋯                                     (8)

식 (8)과 같은 패널 VAR 모형은 시차를 포함한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있어 와 설명변

수는 상관되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진행

하더라도 추정식의 우변에 시차를 포함한 종속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불편추정치를 얻을 수 없고, 분

석과정에서 평균차분(Mean-differencing)을 활용함에 따라 변수들의 평균값에는 종속변수와 오차항이 

포함되어 상관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Nickell, 1981; 박건준, 2016; 강희찬ㆍ황상연, 2016). 만약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패널 VAR 모형을 분석하더라도 시차를 포함한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있어 와 설명변수가 상관되지 않는다는 확률효과모형의 기본 가정을 위배하게 되므로 계수의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없게 된다(은석, 2015).
따라서 동태패널모형의 한 형태인 패널 VAR 모형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발생하는 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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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자 Arellano and Bond(1991)는 GMM 추정법을 제안하였고, Arellano and 
Bover(1995), Blundell and Bond(1998)가 수정ㆍ보완하여 GMM 추정법을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Abrigo and Love(2015)3)의 전진직교차이(Forward Orthogonal Deviation, FOD)4)를 이용한 GMM을 활

용하여 고정효과를 제거한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Hayakawa et al.(2009)에 따르면 FOD를 

이용한 GMM 추정량이 일반적으로 불편추정치이며,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강영준, 2016).

5. 충격반응분석

충격반응분석은 추정된 패널 VAR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이 실시되기 때문에 패널 VAR 모형

이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Lutkepohl(2005)과 Hamilton(1994)은 동반

행렬 의 모든 추정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VAR 모형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는 식 (9)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9)

안정적인 패널 VAR 모형은 가역적(Invertable)이며, 무한벡터이동평균(Infinite-order Vector Moving 

Average, VMA)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0)의 충격반응함수 는 무한 벡터이동평균으로 모형을 재

작성(Rewriting)하여 계산할 수 있다(Zouaoui and Zoghlami, 2020).

 











    


 



      ⋯
                                                     (10)

충격반응함수는 한 변수에 대한 충격과 다른 변수에 대한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변수 간 

인과적인 해석을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Sims가 제안한 대로 오차항 간의 분산행렬인 를 Cholesky 

분해한다.  ′인 행렬 를 가정하면 는 오차항을   
 의 형태로 직교화(Orthogonalize) 

3) Abrigo and Love(2015)는 패널 VAR 모형의 연립방정식 전체를 도구변수로 추정하고, 이를 사후 추정하는 통계패키
지를 개발하였다(강영준, 2016).

4) 전진직교차이(FOD)는 패널자료를 아래의 식과 같은 형태로 변형한 후, 변형된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한다. 여기서  는 선행평균값이며,  는 시점에 번째 횡단면에서 사용가능한 선행관측치의 개수를 의미한

다(이용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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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충격반응함수 를 직교화된 충격반응함수인 로 변형하여 특정변수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신과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Abrigo and Love, 2015).

6.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분석은 패널 VAR 모형에 속한 한 변

수의 예측오차 분산을 개별 변수로 분해하여 기간별로 예측오차의 분산이 자체 변수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변수별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한다. 

식 (11)은 기 이후의 예측오차를 구하는 식이며,  는  시점에서 관측된 벡터이고, 

   는 시점에서 기 앞서 예측된 벡터를 의미한다. 예측오차 분산에 대한 각 변수별 기여도

를 분리하기 위해 충격반응함수와 유사하게  ′인 행렬 를 이용하여 충격을 직교화한다. 직

교화된 충격인   
 는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가능하게 하는 공분산 행렬인 를 가진다. 구체적으

로 변수 의 기 이후 예측오차 분산에 대한 변수 의 기여도 계산은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Abrigo and Love, 2015; Abidi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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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Ⅳ. 분석 결과

1.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패널자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공표된 제주 및 완도의 

양식넙치 월별 산지가격으로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이며, 지역별 산지가격은 무게에 

따라 500g, 700g, 1.0kg, 1.1kg, 2.0kg으로 구분되어 있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수는 제주와 완도 모두 915개였으며, 양식넙치의 출하무게에 따라 5개의 패

널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분석기간은 183개월이었다. 분석과정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넙치 생산

자물가지수로 명목가격을 실질화하였다. 수준변수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패널자료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준변수를 로그차분한 후, 양식넙치 산지

가격 변화율 자료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주와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 관측치 수는 각각 915개이고, 제주 산지가격 변화율 패널자료

의 기초통계량은 평균이 -0.0004, 표준편차는 0.1546, 최솟값은 -0.6012, 최댓값은 0.7065으로 나타났

다. 완도 산지가격 변화율 패널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평균이 -0.0005이고, 표준편차는 0.1545, 최솟값은 

-0.6493, 최댓값은 0.826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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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 단위근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주 및 완도의 양식넙치 월별 산지가격 자료는 여타 경제변수와 마찬가지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가진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면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가 발생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분석 전 제주 및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의 단위근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패널자료의 단위근 검정인 IPS 검정과 공통 단위근 검정인 LLC 검정을 실시하였다. IPS 검정 

결과, 제주와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안정적인 패널자

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LLC 검정 결과에서도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제주 및 완도

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패널자료임을 확인하였다.

3. 적정시차 선정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VAR 모형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적정시차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패널 VAR 모형의 분석에 앞서 시차 선정의 기준은 

MBIC, MAIC, MQIC 통계량이 최소가 되는 시차를 선택해야 한다.
시차 선정 결과, MBIC는 1시차에서 가장 작았으나, MAIC 및 MQIC에서는 10시차가 가장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패널 VAR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Andrews and Lu(2001)의 시차 선정 기준에 따라 

MBIC 및 MQIC 통계량이 최소가 되는 1시차와 10시차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10시차를 설정할 경

우 잔차항의 자기상관은 감소하지만 모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10시차를 선정하여 분석

을 진행할 경우, 패널 VAR 모형 추정 시 시차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도구변수 숫자가 급격히 증

가하기 때문에 1시차를 적정시차로 선정하였다(송유철ㆍ원용걸, 2011).

변수
IPS LLC

 -value Adj. t-stat. -value

제주 -19.9822 0.0000 -25.3772 0.0000
완도 -20.0610 0.0000 -27.1519 0.0000

주1: IPS 검정의 귀무가설(H0): All panels contain unit roots; IPS 검정의 귀무가설(H1): Some panels are stationary.
주2: LLC 검정의 귀무가설(H0): Panels contain unit roots; LLC 검정의 귀무가설(H1): Panels are stationary.

<표 3> 제주 및 완도의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제주

Overall 915 -0.0004 0.1546 -0.6012 0.7065
Between 5 - 0.0006 -0.0014 0.0000
Within 183 - 0.1546 -0.6016 0.7061

완도

Overall 915 -0.0005 0.1545 -0.6493 0.8262
Between 5 - 0.0004 -0.0010 -0.0001
Within 183 - 0.1545 -0.6492 0.8266

주: Overall은 전체 관측치, Between은 패널 그룹 간, Within은 패널 그룹 내 관측치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량을 계산하였다.

<표 2> 제주와 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 패널자료의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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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가진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면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가 발생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분석 전 제주 및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의 단위근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패널자료의 단위근 검정인 IPS 검정과 공통 단위근 검정인 LLC 검정을 실시하였다. IPS 검정 

결과, 제주와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안정적인 패널자

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LLC 검정 결과에서도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제주 및 완도

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패널자료임을 확인하였다.

3. 적정시차 선정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VAR 모형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적정시차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패널 VAR 모형의 분석에 앞서 시차 선정의 기준은 

MBIC, MAIC, MQIC 통계량이 최소가 되는 시차를 선택해야 한다.
시차 선정 결과, MBIC는 1시차에서 가장 작았으나, MAIC 및 MQIC에서는 10시차가 가장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패널 VAR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Andrews and Lu(2001)의 시차 선정 기준에 따라 

MBIC 및 MQIC 통계량이 최소가 되는 1시차와 10시차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10시차를 설정할 경

우 잔차항의 자기상관은 감소하지만 모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10시차를 선정하여 분석

을 진행할 경우, 패널 VAR 모형 추정 시 시차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도구변수 숫자가 급격히 증

가하기 때문에 1시차를 적정시차로 선정하였다(송유철ㆍ원용걸, 2011).

변수
IPS LLC

 -value Adj. t-stat. -value

제주 -19.9822 0.0000 -25.3772 0.0000
완도 -20.0610 0.0000 -27.1519 0.0000

주1: IPS 검정의 귀무가설(H0): All panels contain unit roots; IPS 검정의 귀무가설(H1): Some panels are stationary.
주2: LLC 검정의 귀무가설(H0): Panels contain unit roots; LLC 검정의 귀무가설(H1): Panels are stationary.

<표 3> 제주 및 완도의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제주

Overall 915 -0.0004 0.1546 -0.6012 0.7065
Between 5 - 0.0006 -0.0014 0.0000
Within 183 - 0.1546 -0.6016 0.7061

완도

Overall 915 -0.0005 0.1545 -0.6493 0.8262
Between 5 - 0.0004 -0.0010 -0.0001
Within 183 - 0.1545 -0.6492 0.8266

주: Overall은 전체 관측치, Between은 패널 그룹 간, Within은 패널 그룹 내 관측치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량을 계산하였다.

<표 2> 제주와 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 패널자료의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4. 인과관계 검정

제주 및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 그랜저인과성 검

정을 실시하였다. 앞선 패널 VAR 모형의 적정시차 선정 결과인 1시차를 반영하여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주와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도출된 인과성 검정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

율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도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을 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완도가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을 선도하는 것보다 제주가 완도의 산지가격을 선도

하는 경우의 -value 값이 더 낮았기 때문에 제주가 완도를 미약하게 선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완도에 비해 제주는 연중 수온이 높고, 지하해수를 활용해 저수온기, 고수온기에 수온을 적정수준으

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제주 양식넙치는 1kg 도달 시점이 육지에 비해 2~4개월 빠르

고, 생산량이 완도보다 약 2배 가량 많기에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이 완도를 강하게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분석결과는 이러한 직관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추정해 보면, 수산업관측센터의 넙치 관측이 시작되면서 2005

년 이후 공개된 지역별 산지가격을 제주와 완도의 넙치생산자단체 또는 수협이 어느 정도 참고하여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현상이 일정 부분 반영된 자료를 본 분석에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 패널 VAR 모형 추정 및 안정성 검정

패널 VAR 모형 분석에 필요한 적정시차 선정 및 그랜저인과성 검정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시차는 

인과관계   stat. -value
제주↛완도 20.836 0.000
완도↛제주 11.567 0.001

주1:　귀무가설(H0): 제주(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은 완도(제주)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에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다.
주2: 대립가설(H1): 제주(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은 완도(제주)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에 그랜저 인과한다.

<표 5> 패널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Lag CD J J p-value MBIC MAIC MQIC
1 0.0047 206.8194 2.34e-24 -63.2247* 126.8194 54.0427
2 0.1547 181.2580 2.83e-21 -61.7816 109.2580 43.7592
3 0.2589 166.0871 4.93e-20 -49.9481 102.0871 43.8657
4 0.2889 150.4246 1.03e-18 -38.6063 94.4246 43.4811
5 0.3206 121.7825 4.67e-15 -40.2439 73.7825 30.1167
6 0.3484 111.1353 1.22e-14 -23.8867 71.1353 34.7471
7 0.3765 103.4724 7.71e-15 -4.5452 71.4724 42.3619
8 0.3939 91.5412 2.48e-14 10.5280 67.5412 45.7082
9 0.4372 62.4097 1.57e-10 8.4009 46.4097 31.8544
10 0.4722 18.2192 0.0011 -8.7852 10.2192* 2.9416*

주: *는 MBIC, MAIC, MQIC 통계량 중 최솟값을 의미한다. 

<표 4> 패널 VAR 모형의 적정시차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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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한ㆍ남종오

1시차, 변수의 순서는 제주와 완도의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 VAR 모형 분석 결과, 제주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은 제주의 1개월 전 산지가격 변화율

이 1% 증가할 때, 0.6393%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의 1개월 전 산지가격 변

화율의 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완도의 1개월 전 양식

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이 1% 증가할 때,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0.4693% 음(-)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완도의 1개월 전 산지가격 변화율의 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과 마찬가지로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은 제주와 완도의 

1개월 전 산지가격 변화율 모두에 1%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주의 1개월 전 산지가격 변화율이 1% 증가할 때,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0.6061%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완도의 1개월 전 산지가격 변화율이 1% 증가할 때,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0.408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완도의 1개월 전 가격변화율이 증가하면 제주의 가격변화율은 감소한 반면, 제주의 1개월 전 

가격변화율이 증가하면 완도의 가격변화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과

종속                독립 제주

구분 Coef. Std. Err. z-stat. -value
제주(-1) 0.6393 0.1432 4.46 0.000
완도(-1) -0.4693 0.1380 -3.40 0.001

종속                독립 완도

구분 Coef. Std. Err. z-stat. -value
제주(-1) 0.6061 0.1328 4.56 0.000
완도(-1) -0.4082 0.1284 -3.18 0.00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6> 패널 VAR 모형 추정 결과

<그림 3> 패널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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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패널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 결과

성 검정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제주의 가격변화율이 완도의 가격변화율을 미약하게나마 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된 패널 VAR 모형이 불안정할 경우 충격반응분석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의 결과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충격반응분석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분석 실시 전 패널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을 시행하였

다. 패널 VAR 모형의 모든 근들이 1보다 작으며, 관측치가 단위원 안에 존재할 경우 패널 VAR 모형

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패널 VAR 모형의 안정성 검정 결과, 제주와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

격 변화율의 관측치가 단위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추정된 패널 VAR 모형은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6. 충격반응분석

전 단계에서 분석한 패널 VAR 모형을 기초로 하여 제주 및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VAR 모형에 기초한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 간 동태적인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변수 간 단기적인 영향만을 제시하는 패널 VAR 모

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제주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충격이 발생하면,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자체는 1개

월 후 약 0.0314단위의 양(+)의 영향을 받으며, 2개월 후 95% 신뢰구간 하에서 충격의 영향은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도 1개월 후 약 0.0351단위의 양(+)의 영향을 받

으며, 2개월 후 충격의 영향이 95% 신뢰구간 하에서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충격이 발생하면,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1개월 후 

약 0.0256단위의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후 충격의 영향이 95% 신뢰구간 하

에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 자체도 1개월 후 약 0.0223단위의 음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개월 후 95% 신뢰구간 하에서 충격의 영향은 0으로 수렴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 1 2 3 4 5 6 7 8 9 10
제주 0.031414 0.003601 0.000096 -0.000062 -0.000017 -0.000002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완도 0.035121 0.004701 0.000263 -0.000049 -0.000018 -0.000003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표 7> 제주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그림 4> 제주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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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제주 및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예측오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추정한 패널 VAR 모형의 각 

지역별 산지가격 변화율의 상대적인 설명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주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은 1개월 후 자기가격 변화율 자체로 약 100.00% 설명되었다. 10개월 

후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자기가격 변화율 자체로 약 97.35% 설명되고,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로 

설명되는 비율은 약 2.65%로 나타나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대부분 제주 자체의 산지가격 변화율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은 1개월 후 자기가격 변화율에 의해 약 12.28% 설명되나 제주의 산

지가격 변화율에 의해서는 약 87.72%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 후 자기가격 변화율에 의해 약 

13.50% 설명되는 반면,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에 의해 약 86.50%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도는 

제주에 비해 자기가격 변화율에 의한 설명 비율이 낮고, 오히려 제주의  산지가격 변화율에 의해 설명

기간 1 2 3 4 5 6 7 8 9 10
제주 -0.025584 -0.005911 -0.000766 -0.000039 0.000009 0.000003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완도 -0.022257 -0.006419 -0.000962 -0.000072 0.000006 0.000003 0.000001 0.000000 0.000000 0.000000

<표 8> 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기간 1 2 3 4 5 6 7 8 9 10
제주 87.72 86.62 86.50 86.50 86.50 86.50 86.50 86.50 86.50 86.50
완도 12.28 13.38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표 10> 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분산분해분석 결과
(단위: %)

기간 1 2 3 4 5 6 7 8 9 10
제주 100.00 97.48 97.35 97.35 97.35 97.35 97.35 97.35 97.35 97.35
완도 0.00 2.52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표 9> 제주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분산분해분석 결과
(단위: %)

<그림 5> 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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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완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인과성 검정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패널 VAR 모형의 1개월 전 

제주와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 계수의 영향력이 완도에 비해 제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5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제주와 완도의 월별ㆍ중량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 

자료를 패널형태로 가공한 후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해 양식넙치 주산지인 제주와 완도 중 산지가격

을 선도하는 지역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또한 패널 VAR 모형을 토대로 한 충격반응분석을 실

시하여 제주와 완도 간 동태적 영향을 확인하였고,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산지가

격 변화율의 상대적인 설명 정도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와 완도의 월별ㆍ중량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을 로그 차분 후, 패널 단위근 검정을 통해 분석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차선정 결과, 패
널 VAR 모형 추정에 필요한 시차는 1시차로 선정하였다. 셋째, 패널 그랜저인과성 검정 결과, 제주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이 완도를 선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 같이 가격선도에 있어 제주의 

영향력이 완도보다 미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와 완도는 서로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을 

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패널 VAR 모형 분석 결과, 제주와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

화율은 1개월 전 제주와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율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패널 인

과성 검정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다섯째, 패널 VAR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충격반응분석을 시행

한 결과, 제주와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의 오차항에 대한 충격이 각각 발생하면 동일지역

보다 타 지역이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결과, 제주

의 산지가격 변화율은 완도보다 자기가격 변화율로 설명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완도의 산지가격 변화

율은 제주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변화율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자기가격 변화율보다 높아 두 지역이 

서로 산지가격 변화율을 선도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와 완도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안정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지역별 산지가격 변화율에 충격이 지속되는 기간을 참고하여 지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수매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와 완도의 산지가격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별 수매사업의 신속한 시행은 해당지역과 상대 지역의 산지

가격 안정과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식수산물을 정부수매 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양식넙치를 대상으로 정부가 수매사업을 실시할 때,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완도에 비해 제주의 수매규모를 높여 차등적으로 수매한다면 두 지역의 

양식넙치 산지가격 안정은 물론 변동성 완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수산분야, 특히 일별, 주별, 월별 등 주기적으로 가격이 공개되는 어류를 대상으로 

미적용된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제주와 완도의 월별ㆍ중량별 양식넙치 산지

가격 전체를 지역별 양식넙치 선도가격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의 정책 시행과 넙치양식업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현재 수산업관측센터에 공개된 제주와 완도의 양식넙치 월별 산지가격을 분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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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하다 보니 일별, 주별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별 양식넙치 산지가격의 동향을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제주와 완도의 어류양식수협이나 생산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일별, 주별 가격이 공개되어 이를 분석에 이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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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양식넙치 산지가격의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

료로 활용하다 보니 일별, 주별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별 양식넙치 산지가격의 동향을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제주와 완도의 어류양식수협이나 생산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일별, 주별 가격이 공개되어 이를 분석에 이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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