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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변이계수를 응용한 측정보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 :

수산업 측사업을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공

김용

최근 우리나라 수산업 시장은 양자간 FTA(Free Trade

Agreement)체결의 증가 등 국외 인 요인과 더불어 양식어업의 활

성화 식품소비트 드의 변화(건강에 한 심 증 )같은 국내

의 요인들로 인하여 지속 으로 확 되는 추세이다.하지만 해황 등

자연 인 요인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되는 수산업의 특성은 가격 불

안정성에 한 우려를 심화시키며,이에 해 정부는 2004년부터 주

요 양식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업

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수산업 측사업은 사업이 지속됨

에 따라 이에 한 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 까지 수산

업 측사업에 한 평가는 가격 변동성 계측을 통한 가격안정화 효

과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특히,변이계수는 가격 변동성 계측을

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측정방법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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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과 값이 상이하게 도출되며,시계열 데이터가 불안정시계열

인 경우 도출된 수치의 증폭이 심해지는 한계 을 가진다.이는 변

이계수를 통해 가격안정화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정확

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의미하나,변이계수는 가격 변동성 분석의 방

법으로써 그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변이계수가 가진 한계 을 보완해주는

조정된 변이계수(correctedcoefficientofvariation)를 활용하여 수산

업 측사업 시행 이후의 가격 변동성을 악함으로써 변이계수를

통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 으며,나아가 수산업

측사업이 가지는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 다.분석 상은 수산업

측사업 상 품목 김, 어,굴 품목에 한정되며 이의 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조정된 변이계수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첫 번째 형태의 조정된 변이계수는 추세방정식의 잔차를 통

해 도출되었다.이는 정상 인 수 의 기 을 평균이 아닌 추세로

보며 실제 가격이 추세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바탕으로 가격 변동성

을 평가한 것이다.조정된 변이계수 분석에 사용된 추세방정식은 선

형 추세,2차 추세,비선형 형태의 추세,ARMA(p,q)등이며 각각

의 추세방정식은 측시 후의 편 추세의 단 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세분화되어진다.최종 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5가지

형태의 지표를 활용하여 다수의 조정된 변이계수를 구하 으며,이

는 변이계수가 가진 한계 한 가지(측정방법 사용하는 데이

터의 종류에 따라 결과 값이 상이하게 도출됨)를 극복하는 안으로

써 작용한다.두 번째 형태의 조정된 변이계수는 데이터의 평균이

변화하는 시 을 기 으로 구간을 나 는 구조분해를 통하여 얻어

진다.이는 도출된 각 구간의 변이계수를 각 구간의 길이에 가 하

여 하나의 가 된 변이계수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기본 인 변이계

수가 가진 다른 한계 (데이터가 불안정시계열인 경우 도출된 수

치가 증폭됨)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거론된 방법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기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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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계수 분석결과 김과 굴의 측이후 가격 변동성은 감소하 으

나 어의 가격 변동성은 증가하 다.하지만 이는 분석의 한계 을

가진 기존의 변이계수로부터의 결과이기 때문에 조정된 변이계수

분석을 통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하다.이에 해 추세방정식을 통

한 조정된 변이계수 도출 결과,김과 어는 측이후 가격 변동성

이 각각 감소,증가하 으며 굴의 경우에는 H index,FIindex,GI

index등의 일부 지표에서 측이후에 가격 변동성이 증가함을 보

다.그리고 구조분해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분석 결과 역시,김과

어의 경우 측이후 가격 변동성이 각각 감소,증가하 으며 굴의

경우에도 증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이는 조정된 변이계수의 경우

굴 품목에서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기존

의 변이계수만으로 가격 변동성을 평가할 시 그 성과를 과 추정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종합하면,변이계수를 활용하여 가격 변

동성을 측정한 결과 오직 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측이후에 감

소함으로써 수산업 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음을 보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언 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정

된 변이계수를 구하고 이를 수산업 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 평

가에 용하 으나,다음과 같은 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우선,주요 변수의 유의성,조정된 결정계수 수치,정보기 (AIC,

BIC),모형 합도 검정 통계량 등을 기 으로 분석에 합한 추세

방정식 모형을 선별하 다.이는 다양한 형태의 추세방정식을 추정

하는 목 이 단순히 다수의 조정된 변이계수 도출을 넘어서 의미

있는 결과의 도출에 있기 때문이다. 한 구조분해 시 에 한

실 인 해석을 통해 분석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 다.

하지만 어 품목의 구조분해 시 과 련하여 한 해석이 부

재하며, 측이 과 이후 기간에서 도출된 변이계수의 상이함을 보

이기 해 사용한 보정된 Bennett검정이 시계열 자료에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은 후속연구과제로 남는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변이계수의 한계 을 보완할 수 있는 조정된 변이계수를 수산업



- iv -

측사업의 평가에 용함으로써 김 품목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보

이고,변이계수의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킨 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가격 변동성,조정된 변이계수,추세방정식,구조분해,수산

업 측사업

학 번 :2012-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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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다자간무역 상(WTO)과 도하개발어젠더(DDA)와 같은 시 인

흐름과 더불어 양자간 FTA(FreeTradeAgreement)체결의 증가는

국내 각 산업분야의 경쟁 심화와 동시에 시장 확 를 가져왔다.국

내 수산업 분야도 외는 아니어서 수산물 수출은 2007년(536,009

톤)에서 2012년(708,638 톤)으로 증가하 으며,수입 역시 2007년

(1,391,506톤)에서 2012년(4,829,157톤)으로 증가하 다.1) 한 건강

에 한 심증 양식어업의 활성화 등 국내의 요인으로 인하

여 천해양식의 생산량은 2005년(1,041,074톤)에서 2012년(1,488,950

톤)으로 증가하 다.2)이와 같이 산업으로서 수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산업이 가진 특성3)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 역시 심화되고 있다.

가격 불안정성 증 는 생산자 소비자의 사회 후생에 큰 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완화를 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도입

되고 있다.

표 으로 우리 정부는 2004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 양식

어업 측센터( 수산업 측센터)를 설립하여 주요 7가지 양식 수산

물의 생산·유통·소비·재고·수출입 등 련 정보를 생산하여 생산자·

연구기 ·정부 등에 제공하는 수산업 측사업4)을 실시하고 있다.이

는 안정 생산조 체계 구축 수 불안정 해소를 통해 수산물의

1)해양수산부,｢수산물수출입통계｣,각 년도 제품별 수산물 수출입 자료

2)통계청,｢어업생산동향조사｣,각 년도 어업생산량 자료

3) 수산업이 가진 특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해황 등 자연

인 요인에 생산량이 결정되는 1차산업,둘째,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높은

자산특이성,셋째,유통 장 단계에 있어서 련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다.

4)수산업 측사업은 2004년 10월 김 측월보 발간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재까지

상품목은 김,미역, 어,우럭, 복,굴,송어 등 7가지로 확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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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의 후생 증 를 목

으로 한다.

재 수산업 측사업은 시행 된지 10년이 경과하 으며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에 한 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지 까지 수

산업 측사업의 성과평가는 주로 측사업의 주요 목 인 가격안정

화 효과와 소비자 생산자 후생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격안정화 효과는 표 인 가격 변동성 계측 방법인 변이계

수의 도출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인 형태의 변이계수는 수식이 단순하며 그

변동 폭을 직 으로 도출하는 장 을 지니고 있으나,측정방법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결과 값이 상이하게 도출되며,시계

열 데이터의 속성(Non-stationarity)에 따라 도출된 수치가 증폭되는

등의 한계 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에서 발견되는 기본 인 변이계수

가 지닌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추세방정식 구조분해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하고,이를 통하여 수산업 측사업의 가격안

정화 효과를 평가한다.

제 2 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는 7개 측 상 품목 데이터 취득이 용이한 김, 어,

굴 등 3가지 품목에 한정하여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한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측 시행 후 기간의 조정된 변이계수를 통해 측사

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한다.

기존에 활용되는 변이계수5)는 도출이 용이하다는 과 그 변동의

폭을 직 계측할 수 있는 장 에 기인하여 가격 변동성 악에 주

5) 변이계수(CV)=가격의 표 편차/가격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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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첫째,변이계수를

통한 가격 변동성의 평가는 연구자가 선택하는 측정방법 자료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는 한계 을 지닌다(안병일‧

김 수,2008).즉,연구자의 단에 따라 가격의 계 성 효과를 제

거하기 하여 월별 변이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특정 연도에 발

생한 사건의 효과를 계측하기 해 연도별 변이계수가 사용되나 그

도출된 결과 값이 일정하지 않다. 한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

(Non-stationarity)을 제거하기 한 가격 변동폭 자료의 이용(김석

,1998;권오복‧최정섭,2002)혹은 가격 변동률 자료의 이용(강태

훈,2006,2007;정경수‧함 곤,2006)이 가능하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변이계수의 결과 값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다.둘째,자료가 불안

정 시계열인 경우 기간에 따라 평균값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변이계수와 같이 하나의 평균으로 도출된 변이계수는 증폭되어 있

을 수 있다(JinandKim,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추세를 고려한 조정된 변이계수와

구조분해를 통하여 하나의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 고 각 구간의

변이계수를 구간의 길이로 가 평균한 조정된 변이계수 등의 두 가

지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변이계수는 다양한 지표의 산출을 통한 종합 인

에서의 가격안정화 효과 평가를 가능하게하며 특정 상황에서

기존의 변이계수가 증폭될 수 있는 한계 을 보완해 다(안병일‧김

수,2008;JinandKim,2012).

한 가설검정을 통하여 측이 과 이후에 도출된 변이계수의

상이함을 검증하고,이를 종합하여 측사업을 통한 해당 품목의 가

격안정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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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선행연구 검토

1. 측사업의 평가에 한 연구

재 측사업은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농

업 측사업은 1999년 농업·농 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재 곡물,채소,과일,과채,축산,버섯 등의 품목에 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수산업 측사업은 농안법6)(제5∼10조)과 어업인지원특별

법(제25조)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어 재 김,미역, 어,

우럭, 복,굴,송어 등의 품목에 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사업의 효과평가에 한 선행연구는 크게 수요와 공

의 탄성치를 이용한 사회후생증 효과의 계측과 변이계수를 이용

한 측사업 후의 가격 변동률 변화의 측정 연구로 나 어진다.

우선 이용선 외(2001)는 측사업의 경제 효과에 한 체계 인

분석 방법을 정립한 연구의 시 로서 농업 측의 경제 효과를 가

격안정화 효과,사회후생효과,소득증 수입 체효과,학습효과

로 구분하여 계측하 다.여기서 가격안정화 효과는 연도내 변이계

수 연도간 변동률로 계측되었다.

김 수 외(2008)역시 농업 측사업의 경제 효과를 평가한 연구

로서 총 29개 측 상 품목 생산액을 기 으로 표 인 14개

의 품목을 선정하고,이에 한 가격안정화 효과 사회후생효과

등을 계측하 다.가격안정화 효과 계측에는 월별 변이계수가 사용

되었으며 측사업 이외의 요소(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많은 향을

받는 돼지고기,닭고기는 해당 요소에의 향을 제거하기 해 자기

회귀(autoregressiveprocess)성격을 고려한 동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가격 변동성을 계측하 다. 한 사회후생증 효과는 거미

집형 기 가설 상황에서 측사업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

6)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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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측정되었다.가격안정화 효과 계측에 있어 계량경제 모형을

사용한 과 농업 측사업의 장기 발 략 수립을 하여 문

가 설문인 AHP설문을 실시한 이 이용선 외(2001)와 차별화 되

는 이다.

홍 표 외(2004)는 수산업 측사업이 도입된 창기에 측사업으

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 효과를 사회후생효과의 도출을 통하여 분

석함으로써 수산업 측제도의 정책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 다.이

연구에서는 수산업 측사업 시행 창기이기 때문에 측 후의

가격 변동성 계측을 통한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옥 수 외(2009)는 김 수 외(2008)를 따라 가격 변동률,가격

변이계수,사회후생효과를 통해 수산업 측사업이 행해진(2004년∼

2009년)기간 동안의 사업성과를 평가하 다.김 수 외(2014)는 수

산업 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 으며 측사업의 시행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보다 풍부한 원자료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 으며,이 차

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Model)을 응용하여 측시 후

의 가격안정화 효과 계측을 시도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측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나,본 연구의 인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에는 가격 변이계수,가격 변동률 계량경제모형이 사용되며

특히 가격 변이계수는 모든 연구에서 사용되는 보편 인 방법론임

을 알 수 있다.

2.가격 변동성 계측에 한 연구

가격 변동성 계측 연구는 주로 GARCH, 률 근법(moment

approach)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먼 강태훈(2006)은 농안기 에

의한 비축사업이 농산물 가격안정화에 미친 향을 분석하기 하

여 가격 변동성이 높은 고추·마늘·양 에 해 비축사업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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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가격 변동성을 GARCH(GeneralizedAutoRegressive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모형을 통하여 분석하 다.즉,GARCH모형을 통

하여 오차항의 분산식에 포함된 더미변수 계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가격 변동성 유무를 악하 다.하지만 이는 정책시행 후의 달라

진 분산구조를 검증하기에 유리한 측면을 지니나 그 변동성을 직

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분산 변동의 폭”계측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밖에도 강태훈(2007,2008)은 GARCH 모형을 통하여 쇠고기 수입

개방 확 가 쇠고기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향 농산물 도매시

장 반입량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의 향을 분석하 다.

수산물 련 연구로서 고 (2009)은 양식수산물 출하조 사업

등의 정부 정책이 어와 우럭의 가격안정화 효과에 미치는 향을

GARCH모형을 통하여 규명하 다.

김 수 외(2008)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

하여 농업 측사업의 성과를 분석하 다.이를 해서 률 근법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평균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편

차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 분산함수를 추정하 다.이는 외생 인 충

격 후의 “분산 변동의 폭”을 직 추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분산함수에 포함되는 독립변수(구제역 발생기간에 한 더미변수

등)의 설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 인 단이 개입되는 등의 한계

이 존재한다.

에 거론된 GARCH, 률 근법 등을 통한 가격 변동성 계측과

는 달리 변이계수는 복잡한 시계열 모형이 없이도 외생 충격에

한 후 시 간의 가격 변동성 변화의 직 계측이 가능하다(김

병률 외,2001).이와 같은 이 을 바탕으로 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하는 연구에서 변이계수가 주로 사용되었다(옥 수 외,

2009;김 수 외,2008,2011,2014).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일

반 인 변이계수는 불안정 시계열 상황에서 증폭되는 경향이 존재

하며,측정방법 사용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

게 도출되는 등의 한계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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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정된 변이계수에 한 연구

일반 인 변이계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한 조정된 변이계수를

이용한 선행연구로는 안병일‧김 수(2008),JinandKim(2012)등이

있다.안병일‧김 수(2008)는 추세방정식의 추정을 통해 획득한 편

차를 활용하여 5가지 조정된 변이계수(H index,EPSILON index,

FIindex,GIindex,EXPON index)를 도출하여 농산물시장개방 시

후의 양념채소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하 다.이로써 다양한 형

태의 조정된 변이계수를 통해 가격 변동성에 한 종합 인 단이

가능하 으며,시계열 자료가 단순 증가 감소의 형태를 보일 경

우 추정된 값의 신뢰성이 증가할 수 있다.하지만 실질 으로 자료

에 합한 추세방정식의 추정이 어려우며,데이터의 변동이 일정한

추세 없이 일어날 경우 그 계측 효과는 감소하는 한계 을 지닌다.

JinandKim(2012)역시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하나 안병일‧김

수(2008)와는 다르게 데이터의 평균값이 달라지는(shiftin the

mean)시 을 기 으로 구간을 나 는 구조분해(structuralbreak)

를 통하여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한다.즉,불안정 시계열은

 ≠와 같이 모든 찰 값()이 해당 t시기에 따라 와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구조분해를 통해 도출된 구간별로 표 편차(혹

은 변이계수)를 도출하고 구간의 길이를 고려한 표 편차의 가 평

균(혹은 변이계수의 가 평균)을 통하여 하나의 조정된 변이계수를

구하면 기존의 변이계수가 가진 한계 을 보완할 수 있다. 한 이

는 추세방정식 계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어려움 한

존재하지 않는다.하지만 JinandKim(2012)의 연구에서 모형을 통

해 도출된 구조분해 시 에서 발생한 사회 상7)에 한 추가

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가령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실질환율 변동률에 한 구조분해 분석 결과,분해시

이 1997년으로 도출되었다면 이는 IMF구제 융 요청과 같은 사회 상과

결부되어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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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사용되는 모형 도출된 결과 값

에 타당성 신뢰성을 부여하기 해 각각을 검증할 수 있는 기

들을 이용하 다.먼 추가 인 추세방정식(2차 비선형)을 추정

하 으며,변수의 유의성,조정된 결정계수,정보기 (AIC,BIC),모

형의 측력(RMSPE,MAPE)등의 기 을 통해 모형을 선별하여

분석에 합한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한다.

한 구조분해 시 에서 발생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모형이

실을 반 하는 정도를 살펴본다.이는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하기

해 사용된 모형에의 신뢰성을 높 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제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필요

성,연구 내용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제2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모형에 한 설명과 더불어 분석 자료의 기본 인

사항에 해 살펴본다.제3장에서는 기 통계량과 구간별 단 근 검

정을 통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의 황을 분석한다.제4장에서는

추세방정식을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와 구조분해를 통한 조정된 변

이계수를 도출한다.제5장에서는 지 까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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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분석 모형 분석 자료

제 1 분석 모형

1.추세방정식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모형

Coppock(1997)은 가격 변동성을 정상 인 수 에서 벗어난 정도

로 정의하 다.이에 따르면 평균에 한 표 편차의 비 인 변이계

수는 정상 인 수 의 기 을 평균으로 보고 가격 변동성을 평가한

것이다.하지만 정상 인 수 을 자료가 갖는 추세로 본다면 가격

변동성은 실제 가격이 추세에서 벗어나는 정도(편차,deviation)를

바탕으로 측정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한

도출가능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선형 추세 2차 추세 그

리고 비선형 형태의 추세방정식을 추정하 다.이는 생산자물가지수

(),추세항(),오차항()을 삽입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인 형태를

갖는다.선형 추세방정식: = +  + ,2차 추세방정식: =

 + +
 +,비선형 추세방정식: =exp(++).그리

고 이를 통한 다양한 종류의 추세방정식 도출을 하여 아래 <표

2-1>과 같이 측시 후의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측더

미와 추세항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term)등을 각각의 모형에 삽

입하여 편(상수항) 추세의 단 을 나타내었다.이로써 각각의

추세방정식에 해 4가지 다른 모형을 시도한다.

즉,변이계수는 자료의 형태(가격 변동률,가격 변동폭 등) 방

법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다양한

추세방정식으로부터 확보된 다수의 조정된 변이계수는 가격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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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의미

모형1  =  + 
단순히 상수항()과 선형 추세(t)만을 

포함하여 추정한 형태임.

모형2

  =  +  + 
단, 는 측사업 시행 은 0, 시행 

후는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수산업 측사업 시행 시 을 후로 

편에의 단 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기 하여 측더미( )를 

포함함.

모형3

 =  +  + *

단, *t는 측더미와 추세 항으로 

구성된 상호작용항

측더미와 추세항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포함함으로써 측사업 

시행 시 에서 추세가 단 됨을 보임.

모형4  =  +  +  + *t

측더미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측시 에서의 

상수항( 편)과 추세의 단 을 동시에 

보여 .

<표 2-1>추세방정식 추정모형(선형 추세의 경우)

주:모형 1∼4는 측더미 상호작용항( 측더미*추세)을 고려한 것으로 선형

추세인 t,추세제곱항인 ,비선형 함수인 지수함수(exponentialfunction)를

추가하느냐 따라서도 다양해 질 수 있다.

자료:안병일‧김 수.2008.pp.742.

효과 평가에의 신뢰도를 높여 것이다.

하지만 에서 시도된 선형 2차 추세방정식,비선형 추세방정

식은 생산자물가지수가 가진 시계열 인 특성을 효과 으로 반 하

기 어려운 한계 을 지닌다.즉,추세변수의 삽입만으로는 종속변수

를 효과 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낮은 결정계수 값),특히 오차항

(errorterm)에 자기상 (autocorrelation)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첫째,자기상 이

존재하는 경우 OLS(OrdinaryLeastSquare,통상 인 최소자승법)

추정은 여 히 불편(unbiased), 일치(consistent) 추정량이지만,

MLE(Maximum LikelihoodEstimator)와 비교하여 효율 이지 못하

다.둘째,OLS를 통한 추정 시 추정된 표 오차는 표 오차의 실제

값 보다 작아져 이는 t-통계량을 과 평가하고,도출된 회귀계수의

통계 유의성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자기상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기회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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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egressive models,AR)과 이동평균 모형(Moving average

models, MA)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

(Autoregressivemovingaveragemodel,ARMA)을 추가 으로 구

축하 으며 ARMA모형에 한 개략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8)

식 (1)은 시차가 인 자기회귀 모형,를 나타낸다.이는 

를 측하는데 있어 의 시차항만을 사용하며 시차까지가 종속변

수에 향을 을 의미한다.여기서 시차 의 수는 오차가 자기상

되지 않는 수 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식 (1)은 최소제곱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 있다.는 백색잡음(whitenoise)9)이며,자기회

귀의 매개변수항()은 상수인 라미터이다. 한 가 안정 인 시

계열이 되기 한 조건은 <1이다.

(1)   
  



   ,   … 

단,   ,   
,       ∀≠.

아래 식 (2)는 시차가 인 이동평균 모형,이다.시계열 자

료 에 한 회귀모형은 임의의 설명변수()나 모형에 한 오차

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단지 백색잡음 의 재 값과 과거 값의 가

평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부터의 찰 값은 상 되지

않는데 이는  모형의 자기공분산(autocovariance)함수 값이

시차 이후에 완 히 소멸됨을 의미한다.이는 임의의 시차 이후에

도 기하 수 으로 소멸될 뿐 완 히 단 되지 않는  모형의

자기공분산과 비된다.

8)ARMA 모형은 선형 추세방정식 2차 추세방정식,비선형 추세방정식과 마찬

가지로 측더미와 상호작용항( 측더미*추세)을 포함하여 추정하 다.

9)따라서 는 (independentlyandidenticallydistributed)의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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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단,  ,   ,   
,       ∀≠.

이제 가 다음 식 (3)을 만족시킨다고 하면 이는 시차연산자를

사용하여 식 (4)로 표 된다.

(3) 
  



   
  



  ,   … 

단,    ,   ,   
,      ∀≠,

≠,≠.

(4) 
  




 

  




,   … 

여기서 L은 시차연산자(lagoperator)

본 연구에서 추세방정식 추정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인

 는 식 (5)의 형태로 단순화 될 수 있다.여기서 은

자기회귀 모형의 시차 다항식이며 은 이동평균 모형의 시차 다

항식이다.궁극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식

(7)과 같다.추가 으로 시계열 자료 가 안정시계열이기 해서는

<1이어야 한다.

(5)   

(6) =  
 …  

,= 
 … 



(7)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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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수 의미

H index 

∑  
추정치로부터 벗어난 치의 

평균을 표본 평균으로 나  

값임.

EPSILON 

index 

∑   
추세로부터 벗어난 편차 

치의 평균값의 제곱근을 

표본평균으로 나  값임.

FI index 


∑







 
 






   

 편차를 추세로 나  값을 

제곱한 후 이의 합을 제곱근으로 

나타내며 이를 자유도(n-1)로 

나  값임.

GI index 

∑   추세방정식의 표 편차를 표본 

평균으로 나  값임.

EXPON 

index
∑
  
  

추세로부터 도출된 편차를 

추정치로 나  값을 구한 후 

자유도(n-1)로 나 어  

평균값임.

<표 2-2>Coppock의 5가지 조정된 변이계수

아래 <표 2-2>는 Coppock(1977)에서 제안된 5가지 형태의 조정

된 변이계수로서 에서 서술된 다양한 형태의 추세방정식(선형 추

세,2차 추세,비선형 추세, )을 통해 획득된 편차를 이용

하여 계측될 수 있다.

자료:안병일‧김 수.2008.pp.741.

2.구조분해(StructuralChange)모형

시 에 따라 평균이 변화하는 불안정시계열 자료에서 도출된 변

이계수는 그 값이 과장될 수 있음을 보았다.이에 해 Jinand

Kim(2012)의 연구는 데이터의 평균이 변화하는 시 을 기 으로 구

간을 나 고 각 구간의 표 편차(혹은 변이계수)를 구간의 길이에

가 하여 하나의 가 된 표 편차(혹은 가 된 변이계수)를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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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조정된 변이계수로써 기존 변이계수 보다 작은 수치10)를

가지며 신뢰성 있는 변이계수 값의 도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분해 련 연구는 통계학과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꾸

하게 진행되어 왔다.특히 1990년 반까지 단일구조분해(single

change)에 한 연구가 Andrews(1993), Andrews and

Ploberger.(1994)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Bai and

Perron.(1998,2003)등의 연구는 다 구조분해에 하여 진행되었

다.본 연구는 BaiandPerron.(1998,2003)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활

용하여 해당 데이터 기간에의 분해를 시도하 다.

아래 식 (8)은 m개의 분해 시 과 그로부터 도출된 m+1개의

역을 포함하는 다 선형회귀식이다.즉,종속변수  공변량

 ×, ×에 한 T개의 찰 값이 주어지면 이를 통하여

분해가 이루어지는 시 (,...,)과 해당계수 벡터(,)를 추정

할 수 있다.여기서 분해 시 (,...,)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취 되며 해당 모형의 모수인 는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 추정은 부분구조분해모형(partialstructuralchangemodel)으로

볼 수 있다.11)

(8)  =′ + ′ +,= +1,...,

단,   …  ,=0,  =T,

(×)와 (×)는 공변량(covariate)벡터,는 오차항

식 (8)은 다음 식 (9)와 같이 나열될 수 있다.여기서 다음과 같은

계    ⋯    를 통하여 분해 시 (,...,)의 치

10)기존 변이계수의 표 편차는 하나의 평균을 바탕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수

치가 크나,구조분해를 통해 임의의 구간을 나 고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평

균으로부터 도출된 표 편차는 상 으로 작은 값을 갖는다.따라서 이로부터

의 조정된 변이계수의 수치는 기존 변이계수 보다 작아진다.  

11)만일 =0이라면 ′는 모형에서 사라지고 추정해야 할 모든 모수()들이 변

화의 상으로 취 되는 이른바 순수한 구조분해모형(purestructuralchange

model)이 된다.이는 동시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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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히 알 수 있다.

(9)  =′ +′ +, t=1,...,,

 =′ +′ +, t=+1,...,,

⁝

 =′ +′   +,t=+1,...,.

식 (8) (9)는 블록 각 행렬 12)의 정의를 통하여 다음의 행

렬 식 (10)으로 표 가능하다.

(10) Y= + +U

단,Y=   ′,X=   ′,
=    ,

=′′ … ′   ′,U=   ′

의 행렬식의 모수에 0의 상첨자를 붙여 실제 값을 나타내며 이

는 식 (11)과 같다.여기서 

은 실제 구조분해 시 (

,...,
 )에서

도출된 값이다.

(11) Y= +

 +U

단,
≠  

 ( ≤  ≤)

미지의 계수(,
,...,  

 ,
,...,

 )를 추정하는 것은 최소제

곱추정법에 기 하여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진다.

첫째,가능한 모든 분해 시 (,...,)에서 식 (12)와 같이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계수 값 과

 을 추정한다.

12) =(,...,),=  …
′.즉,분해 시 (,...,)에서 행렬 Z

가 각으로 분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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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종속변수의 시차항이 

독립변수(regressor)로 역할 하는 경우
잔차는 자기상 되지 않으나 이분산 임 

종속변수의 시차항이 

독립변수(regressor)로 역할 하지 않는 

경우

잔차는 자기상 되며 이분산 임

<표 2-3>독립변수의 종류에 따른 오차항의 특성

(12)   ′  =
  

  


   



 ′ ′ 


둘째,도출된 추정치  과 을 목 함수에 입하여 잔차

제곱의 합들을 도출한다.도출된 잔차 제곱의 합 조합은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마지막으로 식 (13)을 만족시키는 추정된 분해 시 (,...,
)을

구하고 추정된 시 을 바탕으로 최종 인 추정치  ({})

 ({})을 구한다.따라서 의 방법을 통해 구조분해 시 을 추

정하는 추정량은 역 극소(globalminimizer)를 의미한다.

(13) (,...,
)=arg …

(,...,)

단,- ≥ 

아래의 <표 2-3>은 에서 서술된 BaiandPerron.(1998,2003)

모형의 오차항이 갖는 성질을 정리한 것이다.종속변수 시차항이 독

립변수로 활용되는 유무에 따라서 자기상 혹은 이분산 인 특성

을 갖게 되는데 공통 으로는 이분산 인 특성을 가진다.이는 오차

항과 독립변수의 분포가 각기 속해있는 구간마다 일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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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2-3>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 <표 2-4>의 내용처럼 두

가지 상이한 모형으로 요약되어지며 각각의 모형은 그 동태 인 효

과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행태를 보인다.13)

첫째,종속변수의 시차항이 독립변수로 포함될 시,기간에 따른 

값의 변화는 의 계수 값에 향을 미치고 이로써 변화는 진 으

로 발생한다.

둘째,종속변수의 시차항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모형

의 동태 인 효과는 오차항으로 귀속된다.즉,시계열 자료 는 기

간에 따라 해당 평균값이 변화하는데 이때 동태 인 효과는 의 평

균 값 변화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따라서 추정되는 값은 작

스럽게 변화한다.

본 연구는 두 번째 모형을 사용하여 시계열 자료 의 평균값이

변화하는 지 에서 구조분해 시 을 도출하 다.이는  값을 분석

에서 제외한 순수한 구조분해모형(purestructuralchangemodel)이

다.

모형 내용

={1}, ={   }
직 인 모수  근 방법이다. 종속변수의 시차항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잔차의 상 이 일어나지 않아 동태 인 

효과(dynamic effects)는 직 으로 모형의 계수에 반 된다. 

={1}, ={∅ }
동태 인 효과를 오차항에 남겨두는 간 인 비모수  근 

방법이다.  

<표 2-4>모형 설정에 따른 추정 의미의 변화

13)<표 2-4>의 첫 번째 모형에서 종속변수의 시차항은 독립변수로 설정되어 있으

나 해당 계수인  값은 구조 분해 시 에 상 없이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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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이계수 간 가설검정 모형

측이 과 측이후 기간 각각에서 도출된 변이계수는 에서

거론된 방법론에 따라 그 수치가 상이하게 나타난다.이는 기존의

변이계수와 조정된 변이계수의 수치 변화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

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변이계수가 확률변수(random variable)임을 활용하여 측

이 ()과 측이후()에 해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

)과 립가설(:≠)을 설정하고 가설검정을 시도 한다

면 도출된 결과에 한 통계 유의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k개의 정규모집단(normalpopulation)으로부터 도출된 변

이계수의 상등(equality)에 한 가설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

하다.Bennett(1976)은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변이계수를 변형한 우

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제안하 으며, Shafer and

Sullivan.(1986)은 Bennett이 제안한 방법을 보정하여 보정된

Bennett검정을 사용하 다.DoornbosandDijkstra.(1983)은 우도비

검정 비 심 t-검정(non-central‘t’test)을 제시했으며,Gupta

andMa.(1996)은 스코어검정(scoretest)을 통한 k정규모집단 변이

계수의 상등 계를 검정하 다.그밖에 왈드검정(Waldtest)등이

변이계수 검정에 쓰이는 표 인 방법론이다.본 연구는 Gupta

andMa.(1996)에서 제시된 것처럼 표본에서 귀무가설 기각비율이

높으며 계산 과정에서 이 을 지닌 보정된 Bennett검정(modified

Bennett’stest)을 사용하여 측이 과 이후 기간에서 도출된 변이

계수의 상이함을 보이려한다.

우선 (14)와 같이 정규분포의 형태인 k개의 독립 인 표본을 가지

고 식 (15)와 같이 보정된 Bennett검정 통계량을 도출한다.이때의

검정통계량은 자유도가 ()인 분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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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    ,=,=
=


,

=(번째모집단의)

(15)  ln=  ln
  



 -
  



 ln  ,

귀무가설하에서  ln∼   


단,=
  



,=
/(

 ),=/
 ,
 =

  



/,


=
  



 
 

/

아래 식 (16)은 Bennett검정에서 사용되는 귀무가설 립가설

이며,본 연구에서의 k는 2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1인 분포의 임계

값을 바탕으로 그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단하 다.

(16) :=,    

:≠,≠ ,∈  

단,   




제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조정된 변이계수 도출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품목별 생산자물가지

수이다.14)기존의 가격 변동성 계측 연구들은 도매시장 등으로부터

14)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공 하는 모든 상품 일부 서비스의 가격수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동 상품 서비스의 수 상황 악,경기동향

단지표 디 이터 등으로 이용된다.농림수산품의 경우 월 3회 생산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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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월별가격자료(강태훈,2006,2007)를 사용하거나 총생산 액을

총생산량으로 나 가공된 가격자료(옥 수 외,2009;김 수 외,

2014)등을 사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

다.이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취득이 타 가격 자료의 취득에 비하여

용이하며 다수의 찰 값(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을 확보할 수 있

고 일반 인 물가수 의 변동 한 반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본 연

구에서 선행연구로 참고한 안병일‧김 수(2008) Jin and

Kim.(2012)의 경우도 양념채소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후의 가격 변동성을 악하 다.

아래 <표 2-5>는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김, 어,굴 련 생산

자물가지수 데이터 기간 측시작 시 을 나타낸 것이다.본 연

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측시 과 더불어 측정보의 확산속도

품목별 생산기간을 고려한 측시 을 추가 으로 설정하여

측 후의 가격 변동성을 살펴보았다.김의 경우, 측월보가 발행된

2004년 10월을 측시 으로 설정하고 어기가 존재하는 김의 특성

상 생산기간 1년을 용하여 ‘생산기간을 고려한 측 후 시 ’을

추가 으로 설정하 다. 한 어는 측월보가 발행된 2005년 7월

시 과 더불어 생산기간 2년을 고려한 측 후 시 (2007년 7월)을

설정하 다.마지막으로 굴은 2007년 10월에 측월보가 발간되었으

며 생산기간 1년을 반 하여 2008년 10월 한 측시 으로 고려

하 다.

측월보의 발행 시 을 측시작 시 으로 정하는 것은 명확한

기 을 제시해 수는 있으나 실질 으로 측사업이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고,이것이 시장에 반 되는 시 은 생산기간

이나 측정보가 확산되는 기간 이후일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기 통계량 분석에서는 측월보가 발행된 측시 과 생산기간 등

가격을 조사하며 기 시 의 거래액을 가 치로 하여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기

시 가 산술평균법(Laspeyres수정산식)을 통하여 도출되었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수의 기 년도는 20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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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분석기간 측년월
생산기간 고려한 

측 후 시
데이터 속성

김 1965.1∼2014.2 2004.10 2005.10 월별 자료

어 1995.1∼2014.2 2005.7 2007.7 월별 자료

굴 1980.1∼2014.2 2007.10 2008.10 월별 자료

<표 2-5>분석 상 폼목별 데이터 황

의 기타 요소가 반 된 측시 을 동시에 비교하고자 한다.이는

측 후 가격 변동성의 비교를 확장하여 조 더 폭넓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주:분석기간이 품목별로 상이한 이유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생산자물가지수 데이터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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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 분석

제 1 기 통계량

본 에서는 제2장에서 서술된 추세방정식 구조분해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의 도출에 앞서 각 품목별 기 통계량 분석을 통하

여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성 변화 추이 그 정도에 해 살펴보

았다.우선,그림을 통하여 해당 기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이 기간에 비해 생산자물가지수가 격히 증가한 시

감소한 시 을 도출하는 것은 기간별 가격 변동성 정도 구조

분해 시 악에 유리하다.다음으로는 평균,표 편차,왜도,첨도

등의 수치를 활용하여 측시 후 기간의 특성을 악하고 기본

인 변이계수를 도출한다.도출된 기본 인 변이계수는 제4장에서

논의될 조정된 변이계수의 값과 비교되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성

평가의 기 이 된다.

1.김 생산자물가지수

아래 <그림 3-1>은 1965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김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이다.시작시 인 196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값은

2.51로서 기 년도인 2010년에 비해 97.49% 낮은 수 이다.이후 생

산자물가의 치는 1977년까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림 3-2>의 월 비 변동률 수 을 살펴보면 동기간 동안

0.31%∼28.98% 사이의 변동률을 보인다.이후 생산자물가지수는

1978년 1월(54.57)부터 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동년 10월(121.69)

까지 증가한다.특히 1978년 1월의 변동률은 월 비 50%로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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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김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변동률 변화 추이> <변동률 치 변화 추이>

<그림 3-2>김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성 비교( 월 비)

당 시 을 후로 구조분해의 가능성(구간별 물가지수의 평균값이

변화하는 지 )을 보인다.그 이후부터 측시 에 이르는 기간

의 변동성은 그 등락은 존재하나 인 값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측이후의 기간을 보면 측이 기간과 비교 시 그 변동성의

인 값은 감소하 으나 2013년 3월(82.84)의 수치가 월 비

23.33% 감소하는 등 상 인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해당 시 에서

의 구조분해 가능성이 발견된다.

주:두 개의 세로 은 각각 측월보 발행시 으로 본 측시 (2004.10)과 생산기간을
고려한 측시 (2005.10)을 나타낸다.

주:세로 은 측월보 발행시 으로 본 측시 (200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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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측시  용> <생산기간 고려한 측시  용>

<그림 3-3>김 생산자물가지수 분포 비교

지 까지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측시 후 기간의 변동성 형태는 다음

<그림 3-3> <표 3-1>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그림 3-3>

은 커 분포를 통해 측시 후의 생산자물가지수 분포를 구

한 것이다.2004년 10월 측시 을 보면 표 편차의 경우 측이

(35.59)에서 측이후(9)로 감소하 으나 평균은 측이후(94.14)가

측이 (59.24)보다 34.9증가하 다.이로써 도출되는 기본 인

변이계수는 측이 0.601에서 측이후 0.096으로 감소하여 측

이후의 김 가격 변동성이 감소했음을 보여 다.

생산기간을 고려한 2005년 10월 측시 을 살펴보면 2004년 10

월의 측시 과 마찬가지로 측이후에 분산이 감소하고 평균이

상승함에 따라 이로부터의 기본 인 변이계수는 측이 0.591에서

측이후 0.091로 감소하 다.이를 종합해 보면 기본 인 변이계수

를 바탕으로 할 때 김 측사업은 가격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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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시 항목 측 이 측 이후

2004.10

기간 1965년 1월~2004년 9월 2004년 10월~2014년 2월

찰개수 477 113

평균 59.24 94.14

표 편차 35.59 9.0

왜도 (Skewness) -0.41 -0.03

첨도 (Kurtosis) -1.22 -1.19

변이계수 0.601 0.096

2005.10

기간 1965년 1월~2005년 9월 2005년 10월~2014년 2월

찰개수 489 101

평균 59.85 95.33

표 편차 35.36 8.72

왜도 (Skewness) -0.45 -0.20

첨도 (Kurtosis) -1.19 -1.04

변이계수 0.591 0.091

<표 3-1>김 측 ·후 통계량

2. 어 생산자물가지수

어의 데이터는 1995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생산자물가지

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아래 <그림 3-4>를 보면 어의 생

산자물가지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다만 시작시 인 1995년 1월의 물가지수는

204.47로서 기 연도인 2010년에 비해 물가수 이 104.47% 증가된

상태이며 최종시 인 2014년 2월의 물가지수는 121.32로서 장기 인

에서는 물가지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김 생산자물가지수의 수치는 2.51부터 133.82까지 다양하게 분포

하여 기 연도인 2010년(100)을 기 으로 물가가 차 으로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이나 어의 경우 체 230개의 찰 값 기 년도

인 2010년 보다 물가수 이 하락한 경우는 17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3개 찰 값의 경우 100.13∼216.73범 의 물가지수를 가진다.이

는 어의 경우 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차 으로 감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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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어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며 김과 비되는 이다.

<그림 3-5>의 로그차분을 통한 월 비 변동률을 살펴보면

측이 의 기간보다 측이후 기간의 변동률 치가 상 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측이 의 기간을 보면 1996년 3월,4월의 월 비 변동률 수치

가 각각 43%,46%로서 두드러지며 1997년 7월,8월의 변동률 수치

도 42%,37%의 높은 수 이다.하지만 해당 기간의 생산자물가지수

는 등락을 거듭할 뿐 뚜렷한 평균값의 증가 혹은 감소 경향을 보이

지 않아 구조분해 시 을 단하기 어려웠다.

측이후의 기간은 크게 두 구간에서 큰 변동률을 보인다.2008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변동률은 31%∼68% 사이의 수치이며,2009년 6

월부터 9월까지의 변동률은 7%∼60% 범 에서 상 으로 크게 변

동하 다.특히 2009년 9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수치는 월 비 81

감소하 으며 그 이후 꾸 히 보합경향을 보여 해당 시 에서의 구

조분해의 가능성이 보인다.

주:두 개의 세로 은 각각 측월보 발행시 으로 본 측시 (2005.7)과 생산기간을
고려한 측시 (2007.7)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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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변화 추이> <변동률 치 변화 추이>

<그림 3-5> 어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성 비교( 월 비)

주:세로 은 측월보 발행시 으로 본 측시 (2005.7)이다.

다음은 커 분포 기 통계량을 통하여 측시 후 어 생

산자물가지수의 분포 경향을 악하 다.두 가지 상이한 측시

을 용한 결과 측이후의 왜도 값이 두 시 모두 양의 부호로

도출되어 음의 부호로 도출된 측이 보다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침을 보인다. 한 첨도 값 역시 측이후는 양의 부호인 반면

측이 은 음의 부호로서 측이후 데이터가 평균 근처에서 뾰족

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인다.

2005년 7월 측시 의 경우 표 편차의 값이 측이 (25.70)에

서 측이후(31.27)로 증가한 반면에 평균값은 측이 (158.55)에서

측이후(120.59)로 감소하여 기본 인 변이계수는 측이후에 증가

하 다.생산기간이 고려된 측시 (2007.7)도 와 마찬가지로 표

편차가 측이 (26.72)보다 측이후(27.09)에 증가한 반면,평균

은 측이후에 44감소함에 따라 기본 인 변이계수는 측이

0.171에서 측이후 0.240으로 증가하 다.이는 기본 인 변이계수

가 두 가지 측시 이후에 증가함에 따라 어 측사업의 가격안

정화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조정된 변이계수를 통한 추가 인

확인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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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측시  용> <생산기간 고려한 측시  용>

<그림 3-6> 어 생산자물가지수 분포 비교

측시 항목 측 이 측 이후

2005.7

기간 1995년 1월~2005년 6월 2005년 7월~2014년 2월

찰개수 126 104

평균 158.55 120.59

표 편차 25.70 31.27

왜도 (Skewness) -0.13 0.84

첨도 (Kurtosis) -0.14 0.03

변이계수 0.162 0.259

2007.7

기간 1995년 1월~2007년 6월 2007년 7월~2014년 2월

찰개수 150 80

평균 156.69 112.69

표 편차 26.72 27.09

왜도 (Skewness) -0.13 1.20

첨도 (Kurtosis) -0.43 1.65

변이계수 0.171 0.240

<표 3-2> 어 측 ·후 통계량

3.굴 생산자물가지수

아래 <그림 3-7>은 굴의 생산자물가지수 추이를 1980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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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굴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2014년 2월까지 보여주고 있다.최 은 1987년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으로 물가지수 수치는 22.96이며 최고 은 2008년 11월로서

255.34이다.굴의 경우 어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추세는 발견되지

않으나 부분 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측이 기간 1992년 10월의 월 비 변동률은 상 으로

높은 41%이며,당월의 물가지수(113.92)는 월의 물가지수(75.54)

보다 38.38상승하 다.즉,1980년 1월부터 1992년 9월의 물가지수

가 22.96∼79.07사이에서 결정되는 반면 1992년 10월부터 측시

까지의 수치는 46.80∼255.34사이에서 결정되어 1992년 10월을 기

으로 구조분해의 가능성이 보인다.

반면, 측이후 기간은 체 으로 하향 추세를 보인다.구조분해

의 가능성이 있는 시 은 2008년 11월로서 당월의 수치인 255.34는

월의 수치인 92.13에 비해 177.15% 증가하 으며,2009년 3월

(213.56)까지 높은 수 의 물가지수로 이어진다.이는 이후의 상

으로 낮은 물가수 과 비되어 구조분해 시 으로서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 다.

주:두 개의 세로 은 각각 측월보 발행시 으로 본 측시 (2007.10)과 생산기간을
고려한 측시 (2008.10)을 나타낸다.



- 30 -

<변동률 변화 추이> <변동률 치 변화 추이>

<그림 3-8>굴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성 비교( 월 비)

주:세로 은 측월보 발행시 으로 본 측시 (2007.10)이다.

의 <그림 3-8>에서 보듯이 측 후 물가지수의 변동성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 3-9>와 같이 물가지수

의 분포를 비교하 다.두 개의 측시 모두 측이후의 왜도 값

이 측이 보다 크며 이는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한

다.첨도 값의 경우에도 두 시 모두 측이후에 증가함으로써 데

이터가 정규분포 비 평균근처에서 뾰족하게 분포함을 의미한다.

한 표 편차의 수치는 측이후에서 모두 증가하 으나 평균

역시 상 으로 큰 증가폭을 보임에 따라 도출된 변이계수는 측

이후에 감소하 다.특히 두 시 모두 측이후의 변이계수 값은

0.348로 동일하게 계측되었다.하지만 측이 과 이후 변이계수 값

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세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잔차의

형태 구조분해 시 에 따라 기존에 도출된 변이계수와는 반 의

결과가 래될 수 있다.



- 31 -

<기존 측시  용> <생산기간 고려한 측시  용>

<그림 3-9>굴 생산자물가지수 분포 비교

측시 항목 측 이 측 이후

2007.10

기간 1980년 1월~2007년 9월 2007년 10월~2014년 2월

찰개수 333 77

평균 70.32 102.65

표 편차 29.93 35.74

왜도 (Skewness) 0.65 2.36

첨도 (Kurtosis) 0.10 6.57

변이계수 0.426 0.348

2008.10

기간 1980년 1월~2008년 9월 2008년 10월~2014년 2월

찰개수 345 65

평균 70.63 106.95

표 편차 29.49 37.19

왜도 (Skewness) 0.63 2.20

첨도 (Kurtosis) 0.15 5.58

변이계수 0.418 0.348

<표 3-3>굴 측 ·후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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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구간별 단 근 검정

본 에서는 분석 상인 김, 어,굴의 생산자물가지수 데이터의

구간별 단 근 검정을 실시하 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

하다.

첫째,허구 회귀(spuriousregression)문제의 발생이다.이는 분

석되는 자료가 불안정시계열인 경우 나타나는 상으로 연 이 없

는 자료로부터 명백하게 유의한 회귀 분석 결과를 얻을 험이 존

재한다.15)이는 추세방정식 추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불안정시계열 하에서 변이계수 수치는 과 추정 될 수 있

다.즉,기존의 변이계수는 하나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도출되는데

시계열 데이터의 무조건 인 평균값(unconditionalmean)이 연속

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거나 심하게 변동하는 경우 과 추정의 문

제가 발생한다.16)

따라서 각 품목별 데이터 구간에서 추가된 디키-풀러 검정

(augmentedDickey-Fullertest)을 통하여 에서 거론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1.김

아래 <표 3-4>는 김 생산자물가지수 구간별 단 근 검정 결과이

다.기존의 측시 (2004년 10월)의 경우 추세와 상수항을 삽입하

여 ADF검정을 실시한 결과 체 구간은 안정시계열인 것으로

명되었다. 한 상수항만을 삽입하여 실시한 ADF검정에서 측이

후의 구간은 안정시계열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측이 의 구간

은 불안정시계열로 드러나 기존의 측시 에 한 추세방정식 추

15) 이병락. 2010. pp. 447-448.

16) Jin and Kim. 2012. pp.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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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시 방정식 기간 t 값 유의확률 5% 임계값 최 시차

2004.10

상수항만 

삽입

체 -2.504 0.115 -2.860 3

측이 -2.351 0.156 -2.871 3

측이후   0.095 -2.889 0

추세와 

상수항 

모두 

삽입

체   0.077 -3.410 3

측이 -2.981 0.137 -3.421 3

측이후 -2.443 0.357 -3.448 0

2005.10

상수항만 

삽입

체 -2.504 0.115 -2.860 3

측이 -2.330 0.163 -2.871 3

측이후 -2.406 0.140 -2.890 0

추세와 

상수항 

모두 

삽입

체   0.077 -3.410 3

측이 -3.047 0.119 -3.421 3

측이후 -2.316 0.425 -3.450 0

<표 3-4>김 생산자물가지수 단 근 검정

정은 허구 회귀의 문제를 지니지 않으나 도출된 측이 구간의

변이계수는 그 값이 증폭됨을 알 수 있다.추후 구조분해를 통한 조

정된 변이계수 값과의 비교를 통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다.

생산을 고려한 측시 (2005년 10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

구간에 해서는 10%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에 따라 안정

시계열로 명되었으며 이에 해 추정되는 추세방정식은 허구 회

귀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하지만 그 외의 측이 과 이후 구간은

단 근의 존재를 기각하지 못하여 불안정시계열로 명되었으며 이

에 따른 변이계수의 증폭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1:*는 10% 유의수 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주2:분석에 포함되는 시차는 SBIC값에 근거하여 선택함.
주3:ADF검정의 귀무가설은 “원자료에 단 근이 존재한다.”이며 이는 불안정시계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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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시 방정식 기간 t 값 유의확률 5% 임계값 최 시차

2005.7

상수항만 

삽입

체 - 0.055 -2.882 3

측이 -2.145 0.227 -2.888 2

측이후 -2.124 0.235 -2.890 3

추세와 

상수항 

모두 

삽입

체 - 0.010 -3.433 3

측이 -2.758 0.213 -3.447 2

측이후 - 0.056 -3.450 3

2007.7

상수항만 

삽입

체 - 0.055 -2.882 3

측이 - 0.012 -2.887 1

측이후 - 0.011 -2.909 3

추세와 

상수항 

모두 

삽입

체 - 0.010 -3.433 3

측이 - 0.045 -3.444 1

측이후 - 0.062 -3.474 3

<표 3-5> 어 생산자물가지수 단 근 검정

2. 어

기존 측시 (2005년 7월)의 경우 추세항과 상수항을 모두 삽입

하여 체 기간을 검정한 결과 1%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

여 안정시계열임이 드러났다.그밖에 측이후 기간은 안정시계열임

이 명되었으나 측이 구간에 해서는 모든 검정이 귀무가설

기각에 실패함에 따라 불안정시계열로 명되었다.이로써 추세방정

식 추정 시 허구 회귀의 문제는 두되지 않지만 측이 구간에

서 변이계수가 증폭될 수 있다.

생산기간을 고려한 측시 (2007년 7월)의 구간별 ADF검정 결

과 모든 구간에서 단 근의 존재가 기각되었다.이로써 허구 회귀

문제뿐만이 아닌 변이계수의 증폭 한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주1:*,**,***는 각각10%,5%,1%유의수 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주2:분석에 포함되는 시차는 SBIC값에 근거하여 선택함.
주3:ADF검정의 귀무가설은 “원자료에 단 근이 존재한다.”이며 이는 불안정시계열을

의미함.



- 35 -

측시 방정식 기간 t 값 유의확률 5% 임계값 최 시차

2007.10

상수항만 

삽입

체 - 0.000 -2.874 0

측이 - 0.001 -2.877 0

측이후 - 0.004 -2.909 0

추세와 

상수항 

모두 

삽입

체 - 0.000 -3.424 0

측이 - 0.000 -3.427 0

측이후 - 0.021 -3.474 0

2008.10

상수항만 

삽입

체 - 0.000 -2.874 0

측이 - 0.000 -2.876 0

측이후 - 0.010 -2.919 0

추세와 

상수항 

모두 

삽입

체 - 0.000 -3.424 0

측이 - 0.000 -3.426 0

측이후 - 0.024 -3.486 0

<표 3-6>굴 생산자물가지수 단 근 검정

3.굴

상수항만 삽입한 ADF 검정 추세와 상수항을 모두 삽입한

ADF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측시 에서 그에 해

당하는 세부 인 구간들 모두 안정시계열로 명되었다.이로써 굴

련 변이계수는 그 증폭되는 정도가 김이나 어 품목에 비해서

작을 것으로 기 된다.

주1:**,***는 각각 5% 1% 유의수 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주2:분석에 포함되는 시차는 SBIC값에 근거하여 선택함.
주3:ADF검정의 귀무가설은 “원자료에 단 근이 존재한다.”이며 이는 불안정시계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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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 결과

제 1 추세방정식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분석

1.김

김 측월보가 발간된 2004년 10월을 측시 으로 설정하여 도

출한 추세방정식의 추정 결과는 <표 4-6>과 같다.5가지 추세방정

식 각각에 4개의 세부 모형이 포함되어 총 20개의 모형이 도출되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의 유의성,조정된 결정계수 수치,정

보기 (AIC,BIC),모형 합도 검정 통계량17)등을 기 으로 우수

한 모형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본 연구는 모형 합도 검

정 통계량으로써 RMSPE MAPE를 분석에 이용하 으나,모형

선정에 있어 해당 수치에 큰 비 을 두지 않고 단순 참고하기로 한

다.이유는 RMSPE MAPE는 분석기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며,단기 측이 아닌 장기 시계열 자료에서는 그 수치가 왜

곡,증폭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형추세방정식의 경우 모형 4를 제외한 모든 모형의 변수들이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보 다.모형4의 측더미 상호작용

항( 측더미*추세항)에 한 F-test결과 1% 유의 수 에서 귀무가

설18)을 기각함에 따라 두 변수 하나는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

17) 합도 검정(goodness-of-fittest)에 사용된 검정 통계량은 MAPE(meanabsolute

percentageerror,평균 백분율오차),
  



 
 
   ,RMSPE(rootmean

squarepercentageerror,평균제곱백분율오차의 제곱근),



  




 
 



이다.

두 가지 통계량 모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례이나 본 연구에서

는 그 상 인 수치만을 비교하기 하여 편의상 100을 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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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O O X

Adj.   0.5613 0.5869 0.5875 0.5869

AIC 9.130 9.072 9.070 9.074

BIC 9.145 9.094 9.093 9.103

RMSPE 1.53 1.23 1.22 1.22

MAPE 0.83 0.71 0.70 0.70

모형선별순 3 2 1 4

<표 4-1>김 선형 추세 모형의 선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O O O

Adj.   0.7102 0.7443 0.7532 0.7797

AIC 8.717 8.594 8.558 8.447

BIC 8.739 8.623 8.588 8.484

RMSPE 0.81 1.05 1.12 1.32

MAPE 0.48 0.54 0.55 0.60

모형선별순 4 3 2 1

<표 4-2>김 2차 추세 모형의 선별

는 것으로 악되었다.하지만 자기상 검정 결과 선형 추세모형에

는 자기상 이 존재함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기로 한다.이상의 결과와 더불어 AIC,BIC등의 수치

가 낮고 결정계수가 높은 모형 3을 우수한 모형으로 선별하 다.

2차 추세방정식의 경우 모든 모형의 변수들은 1% 유의수 에서

유의하 다. 측더미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킴에 따라 모형의 설

명력은 증가하고 AIC,BIC값은 작게 도출되었다.따라서 모형 4를

우수한 모형으로 선별하 다.

18)귀무가설은 “ 측더미와 상호작용항( 측더미*추세항)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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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O O X

AIC 9.322 9.284 9.282 9.283

BIC 9.337 9.306 9.304 9.313

RMSPE 2.434 2.224 2.211 2.199

MAPE 1.182 1.098 1.094 1.090

모형선별순 3 2 1 4

<표 4-3>김 비선형 추세 모형의 선별

아래 <표 4-3>은 비선형 추세방정식 모형에 한 평가이다.모형

4를 제외한 모든 모형의 변수가 1% 유의수 에서 유의하 다.AIC

BIC의 수치를 살펴본 결과 모형 3을 우수 모형으로 선별하 다.

<표 4-6>의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인 ARMA(p,q)는 선형 추세

항 2차 추세항의 삽입 여부에 따라 ARMA(3,3)과 ARMA(1,1)

로 도출되었으며 p,q의 최 시차는 Box-Jenkins(1976)에 따라

acf(autocorrelationfunction) pacf(partialautocorrelationfunction)와

AIC,BIC등의 자료를 토 로 도출하 다.

ARMA(3,3)의 경우 측더미 상호작용항이 모든 모형에서 유

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한 조정된 결정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동

일하여 AIC와 BIC의 수치가 낮은 모형 1을 선택하 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X X X

Adj.   0.9841 0.9841 0.9841 0.9841

AIC 5.812 5.815 5.815 5.817

BIC 5.871 5.882 5.882 5.892

RMSPE 1.297 1.285 1.282 1.115

MAPE 0.724 0.718 0.717 0.654

모형선별순 1 2 3 4

<표 4-4>김 ARMA(3,3)모형의 선별



- 39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X X X O

Adj.   0.9829 0.9829 0.9829 0.9830

AIC 5.885 5.889 5.889 5.883

BIC 5.922 5.933 5.933 5.935

RMSPE 0.623 0.624 0.625 0.846

MAPE 0.401 0.401 0.402 0.486

모형선별순 2 4 3 1

<표 4-5>김 ARMA(1,1)모형의 선별

구분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선형

추세

상수항
20.39


14.99


14.84


14.79



추세
0.15


0.19


0.19


0.19



측더미
-19.72


13.60


측더미*추세
-0.04


-0.06


Adj.  0.5613 0.5869 0.5875 0.5869

2차

추세

상수항
-10.01


-16.95


-18.65


-23.61



추세
0.46


0.57


0.60


0.67



추세제곱
-0.0005


-0.0008


-0.0009


-0.001



측더미
33.64


-233.87



측더미*추세
0.07


0.53



Adj.  0.7102 0.7443 0.7532 0.7797

<표 4-6>김 추세방정식 추정(종속변수:김 생산자물가지수)

ARMA(1,1)의 경우 모형4의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나머지 모형의 경우 상수항 측더미,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조정된 결정계수가 높고,AIC수치가 상

으로 낮은 모형 4를 우수 모형으로 선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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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추세

상수항
3.57


3.48


3.47


3.47



추세
0.002


0.002


0.002


0.002



측더미
-0.21


0.41


측더미*추세
-0.0004


-0.001


ARMA

(3,3)

상수항
27.83


27.30


27.17


20.72


추세
0.13


0.13


0.13


0.16



측더미
-1.24


101.20


측더미*추세
-0.003


-0.21


AR(1)
0.96


0.96


0.96


0.95



AR(2)
-0.98


-0.98


-0.98


-0.98



AR(3)
0.96


0.96


0.96


0.95



MA(1)
0.43


0.43


0.43


0.43



MA(2)
0.93


0.93


0.93


0.94



MA(3)
0.41


0.41


0.41


0.41



Adj.  0.9841 0.9841 0.9841 0.9841

DurbinWatson 1.970 1.970 1.970 1.970

Breusch-Godfrey 0.698 0.689 0.69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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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A

(1,1)

상수항
-12.90


-13.00


-13.10


-26.96



추세
0.48


0.48


0.48


0.67



추세제곱
-0.0005


-0.0005


-0.0005


-0.001



측더미
0.46


-285.96



측더미*추세
0.001


0.60



AR(1)
0.94


0.94


0.94


0.92



MA(1)
0.47


0.47


0.47


0.48



Adj.  0.9829 0.9829 0.9829 0.9830

DurbinWatson 2.046 2.045 2.045 2.037

Breusch-Godfrey 1.775 1.761 1.753 1.301

주1:추세방정식에서 설정된 측시 은 2004년 10월임.

주2: 호(·)안의 숫자는 t값을 나타내며,***,**,*은 각각 1%,5%,10%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3:Breusch-Godfrey:자기상 검정으로서,표 안의 수치는 F-test값임.***,**,*는 각각

1%,5%,10% 수 에서 귀무가설(:잔차의 자기상 이 존재하지 않음)이 기각됨을 의미함.
주4:비선형추세의 (·)는 Z통계치를 의미하며,조정된 결정계수는 도출되지 않았음.

선별된 모형을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계측 결과는 아래 <표

4-7>과 같다. 부분의 변이계수 항목 값이 측이후에 증가하 으

나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 측이후 조정된 변이계수의 값은 감소

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기본 변이계수가 측이후에 감소한 제3장

의 기 통계량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분석에 사용된 추세방정식 모형들과 도출된 변동성 측정 지표 수

치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단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추세방정

식 도출을 통한 종합 인 결론은 가능할 것이다.즉,종합 인

에서 김 측이후 김 가격의 변동성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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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
측 

이 /이후

선형추세

모형3

2차추세

모형4

비선형

모형3

ARMA(3,3)

선형모형1

ARMA(1,1)

2차모형4

표 편차
이 13.864 10.862 14.581 14.625 10.220

이후 5.472 4.752 6.166 5.977 5.123

변이계수
이 0.680 0.766 0.627 0.738 0.721

이후 0.923 0.828 1.077 0.958 0.581

H index
이 0.345 0.240 0.393 0.333 0.239

이후 0.064 0.061 0.061 0.067 0.094

EPSILON index
이 0.076 0.064 0.081 0.075 0.064

이후 0.026 0.041 0.026 0.027 0.032

FI index
이 0.025 0.057 0.113 0.024 0.102

이후 0.008 0.007 0.009 0.008 0.011

GI index
이 0.417 0.302 0.464 0.414 0.295

이후 0.086 0.126 0.090 0.092 0.109

EXPON index
이 0.438 0.465 1.341 0.422 0.605

이후 0.063 0.061 0.062 0.065 0.101

<표 4-7>김 추세방정식 변이계수(2004년 10월)

주: 표의 변이계수는 잔차의 값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잔차 값의
표 편차/잔차 값의 평균)으로 도출하 으며 이는 기존의 변이계수와는 다른
수치임.

2. 어

김 품목과 마찬가지로 어 생산자물가지수에 한 추세방정식을

<표 4-12>와 같이 추정하 으며 선별 작업을 통하여 분석에 활용

할 모형을 도출하 다.

우선 선형 추세방정식을 보면 모형 3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의 변

수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나머지 모형 1,2,4의 경우 AIC,BIC수

치의 격차가 작아 명확한 단이 어려우나 결정계수가 상 으로

높고 편 추세의 단 등의 많은 정보를 내포한 모형 4를 선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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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유의성 O O X O

Adj.  0.5007 0.5105 0.5021 0.5172

AIC 9.207 9.192 9.209 9.182

BIC 9.237 9.237 9.524 9.242

RMSPE 0.204 0.207 0.205 0.209

MAPE 0.136 0.136 0.136 0.135

모형선별순 3 2 4 1

<표 4-8> 어 선형 추세 모형의 선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유의성 O O O X

Adj.  0.5075 0.5229 0.5258 0.5277

AIC 9.198 9.170 9.164 9.164

BIC 9.243 9.230 9.224 9.239

RMSPE 0.205 0.210 0.210 0.209

MAPE 0.137 0.135 0.136 0.137

모형선별순 3 2 1 4

<표 4-9> 어 2차 추세 모형의 선별

2차 추세를 통한 추정 모형의 경우 모형 4는 추세변수가 유의하

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모형 3의 경우 조정된 결정계수 값이

상 으로 높고 AIC,BIC의 수치가 낮아 분석 모형으로 고려되었

다.

지수함수 형태의 비선형 추세방정식 추정 결과 모형 2와 3의

측더미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반면,모형 4의 경우 모

든 변수가 유의하고 모형 1에 비해 AIC,BIC의 수치가 낮게 도출되

어 분석 모형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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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X X O

AIC 9.233 9.229 9.241 9.188

BIC 9.262 9.274 9.286 9.248

RMSPE 0.206 0.208 0.206 0.208

MAPE 0.139 0.139 0.139 0.134

모형선별순 2 3 4 1

<표 4-10> 어 비선형 추세 모형의 선별

어 데이터의 경우 선형 추세에 하여 ARMA(1,0)모형을

용하 다.2차 선형 추세의 경우 ARMA(p,q)모형을 용한 결과

추세 변수 자체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ARMA(1,0)모형으로 추정을 시도한 결과 측더미 상호작용

항( 측더미*추세)은 유의하지 않았다.즉,모형 2∼4는 모형 1과 결

과 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이에 따라 기타 지표를 고려하여

모형 1을 분석 모형으로 선정하 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X X X

Adj.   0.7296 0.7300 0.7291 0.7296

AIC 8.587 8.590 8.594 8.596

BIC 8.632 8.650 8.654 8.671

RMSPE 0.205 0.207 0.206 0.209

MAPE 0.136 0.137 0.137 0.135

모형선별순 1 2 4 3

<표 4-11> 어 ARMA(1,0)모형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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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선형

추세

상수항
183.29


187.61


186.62


183.11



추세
-0.36


-0.46


-0.43


-0.39



측더미
14.67


41.66



측더미*추세
0.05


-0.20



Adj.  0.5007 0.5105 0.5021 0.5172

2차

추세

상수항
176.03


179.19


177.95


173.15



추세
-0.17


-0.24


-0.16


0.08


추세제곱
-0.0008


-0.001


-0.002


-0.004



측더미
18.14


-62.16


측더미*추세
0.16


0.65



Adj.  0.5075 0.5229 0.5258 0.5277

비선형

추세

상수항
5.23


5.25


5.23


5.21



추세
-0.003


-0.003


-0.003


-0.002



측더미
0.07


0.44



측더미*추세
0.00007


-0.003



ARMA

(1,0)

상수항
181.65


185.84


185.80


181.03



추세
-0.35


-0.44


-0.43


-0.36



측더미
13.56


38.05


측더미*추세
0.06


-0.18


AR(1)
0.68


0.68


0.68


0.67



Adj.  0.7296 0.7300 0.7291 0.7296

DurbinWatson 2.063 2.051 2.058 2.044

Breusch-Godfrey 0.502 0.344 0.438 0.275

<표 4-12> 어 추세방정식 추정(종속변수: 어 생산자물가지수)

주1:추세방정식에서 설정된 측시 은 2005년 7월임.

주2: 호(·)안의 숫자는 t값을 나타내며,***,**,*은 각각 1%,5%,10%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3:Breusch-Godfrey:자기상 검정으로서,표 안의 수치는 F-test값임.***,**,*는 각각

1%,5%,10% 수 에서 귀무가설(:잔차의 자기상 이 존재하지 않음)이 기각됨을 의미함.
주4:비선형추세의 (·)는 Z통계치를 의미하며,조정된 결정계수는 도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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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
측 

이 /이후

선형추세

모형4

2차추세

모형3

비선형

모형4

ARMA(1,0)

선형모형1

표 편차
이 14.567 13.943 14.745 14.603 

이후 16.575 16.417 16.693 17.053 

변이계수
이 0.927 0.900 0.934 0.945 

이후 0.840 0.818 0.852 0.828 

H index
이 0.100 0.099 0.100 0.098 

이후 0.165 0.168 0.164 0.173 

EPSILON index
이 0.025 0.025 0.025 0.025 

이후 0.037 0.037 0.037 0.038 

FI index
이 0.012 0.012 0.012 0.012 

이후 0.020 0.020 0.020 0.021 

GI index
이 0.135 0.132 0.137 0.135 

이후 0.214 0.216 0.214 0.222 

EXPON index
이 0.100 0.098 0.100 0.098 

이후 0.160 0.164 0.158 0.170 

<표 4-13> 어 추세방정식 변이계수(2005년 7월)

<표 4-13>의 조정된 변이계수 도출 결과를 보면 잔차를 통하여

계산된 변이계수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측이후 가격변동

성이 증가하 다.이는 어의 기 통계량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기본 인 변이계수가 측이후에 증가하는 결과와 동일한 것이

다.따라서 어 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

된다.

주: 표의 변이계수는 잔차의 값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잔차 값의
표 편차/잔차 값의 평균)으로 도출하 으며 이는 기존의 변이계수와는 다른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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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X X O

Adj.   0.3610  0.3611 0.3617 0.3654

AIC 9.420 9.422 9.421 9.418

BIC 9.440 9.452 9.451 9.457

RMSPE 0.368 0.366 0.366 0.368

MAPE 0.267 0.264 0.263 0.265

모형선별순 2 4 3 1

<표 4-14>굴 선형 추세 모형의 선별

3.굴

굴 생산자물가지수에 한 선형추세방정식 추정결과 측더미

상호작용항( 측더미*추세항)이 삽입된 모형 2와 모형 3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신 모형 4는 편과 추세의 단 을 효과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조정된 결정계수가 상 으로 높고 AIC의 수치가

낮아 분석 모형으로 채택하 다.

2차 추세방정식 추정결과 선형 추세방정식 보다 높은 조정된 결

정계수 값을 보 다.특히 모형 3의 경우 추세의 단 을 나타내는

변수가 유의하고 조정된 결정계수 값이 크며,AIC BIC값이 상

으로 작아서 분석 모형으로 선정하 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O O X

Adj.   0.4165 0.4560 0.4593 0.4606

AIC 9.331 9.264 9.258 9.258

BIC 9.361 9.303 9.297 9.307

RMSPE 0.360 0.372 0.373 0.374

MAPE 0.259 0.268 0.269 0.270

모형선별순 3 2 1 4

<표 4-15>굴 2차 추세 모형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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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함수로 표 된 비선형 추세방정식은 모형 1과 모형 4의 변수

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특히 모형 4의 경우 AIC의 값이 작고

편 추세 단 을 효과 으로 표 하여 분석모형으로 사용하 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X X O

AIC 9.472 9.472 9.473 9.467

BIC 9.492 9.504 9.502 9.506

RMSPE 0.397 0.393 0.393 0.393

MAPE 0.292 0.288 0.287 0.289

모형선별순 2 3 4 1

<표 4-16>굴 비선형 추세 모형의 선별

굴 추세방정식 추정에 사용된 ARMA 모형은 ARMA(2,1)이다.

이는 선형 추세방정식 2차 추세방정식과 결합되어 조정된 변이

계수 도출에 사용되었다.

선형 추세와 결합된 ARMA(2,1)모형에 한 선별은 아래와 같

이 이루어졌다.모형 2∼4는 측더미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

게 도출되어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었다.따라서 모형 1을 선택하

여 분석에 활용하 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X X X

Adj.   0.7732 0.7727 0.7727 0.7730

AIC 8.390 8.394 8.394 8.395

BIC 8.439 8.453 8.453 8.464

RMSPE 0.370 0.374 0.373 0.373

MAPE 0.268 0.272 0.271 0.270

모형선별순 1 4 3 2

<표 4-17>굴 ARMA(2,1)모형의 선별(선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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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선형

추세

상수항
41.38


40.08


39.84


39.53 



추세
0.17


0.18


0.18


0.18



측더미
-4.80


93.73


측더미*추세
-0.02


-0.27


Adj.  0.3610  0.3611 0.3617  0.3654

2차

추세

상수항
23.38


16.10


15.02


13.58


추세
0.43


0.60


0.62


0.65



추세제곱
-0.0006


-0.0012
 

-0.0013


-0.0014


측더미
34.89


-72.20


측더미*추세
0.10


0.30


Adj.   0.4165 0.4560 0.4593 0.4606

<표 4-19>굴 추세방정식 추정(종속변수:굴 생산자물가지수)

2차 추세방정식과 종속변수의 시차항 AR(2),오차의 시차항

MA(1)을 삽입한 ARMA(2,1)의 모형 선택 결과는 다음 <표 4-18>

과 같다.모형 2와 모형 3의 상수항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추세와 추

세제곱이 유의하며 각각의 방정식이 표 하고자 하는 편과 추세

의 단 이 효과 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조정된 결정계수 값이

높고 AIC,BIC값이 낮은 모형 3을 분석 모형으로 선택하 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의 유의성 O X X X

Adj.   0.7751 0.7773 0.7775 0.7773

AIC 8.384 8.376 8.375 8.378

BIC 8.443 8.445 8.444 8.457

RMSPE 0.357 0.362 0.362 0.365

MAPE 0.256 0.262 0.262 0.264

모형선별순 3 2 1 4

<표 4-18>굴 ARMA(2,1)모형의 선별(2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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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추세

상수항
3.90


3.87


3.87


3.86



추세
0.002


0.002


0.002


0.002



측더미
-0.06


1.06



측더미*추세
-0.0002


-0.003



ARMA

(2,1)

상수항
42.03


43.69


43.38


40.94



추세
0.17


0.15


0.16


0.17



측더미
5.58


144.07


측더미*추세
0.01


-0.39


AR(1)
-0.17


-0.17


-0.17


-0.17



AR(2)
0.80


0.80


0.80


0.80



MA(1)
0.96


0.96


0.96


0.96



Adj.  0.7732 0.7727 0.7727 0.7730

DurbinWatson 1.953 1.956 1.956 1.957

Breusch-Godfrey 0.389 0.326 0.340 0.325

ARMA

(2,1)

상수항
21.83


15.23


13.91


10.48


추세
0.45


0.59


0.61


0.68



추세제곱
-0.0007


-0.001


-0.001




-0.001



측더미
28.93


-101.79


측더미*추세
0.09


0.38


AR(1)
-0.19


-0.21


-0.21


-0.21



AR(2)
0.78


0.76


0.76


0.76



MA(1)
0.96


0.96


0.96


0.96



Adj.  0.7751 0.7773 0.7775 0.7773

DurbinWatson 1.938 1.936 1.935 1.933

Breusch-Godfrey 0.711 0.770 0.795 0.834

주1:추세방정식에서 설정된 측시 은 2007년 10월임.

주2: 호(·)안의 숫자는 t값을 나타내며,***,**,*은 각각 1%,5%,10%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3:Breusch-Godfrey:자기상 검정으로서,표 안의 수치는 F-test값임.***,**,*는 각각

1%,5%,10% 수 에서 귀무가설(:잔차의 자기상 이 존재하지 않음)이 기각됨을 의미함.

주4:비선형추세의 (·)는 Z통계치를 의미하며,조정된 결정계수는 도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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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
측 

이 /이후

선형추세

모형4

2차추세

모형3

비선형

모형4

ARMA(2,1)

선형모형1

ARMA(2,1)

2차모형3

표 편차
이 16.457 13.582 16.543 16.513 13.656 

이후 26.129 25.350 26.135 26.965 25.626 

변이계수
이 0.936 0.836 0.884 0.934 0.849 

이후 1.082 1.006 1.082 1.127 1.031 

H index
이 0.251 0.232 0.267 0.252 0.229 

이후 0.238 0.249 0.238 0.236 0.245 

EPSILON index
이 0.060 0.057 0.062 0.060 0.057 

이후 0.048 0.049 0.048 0.048 0.049 

FI index
이 0.018 0.019 0.019 0.018 0.017 

이후 0.039 0.038 0.039 0.041 0.039 

GI index
이 0.343 0.301 0.356 0.344 0.300 

이후 0.348 0.349 0.348 0.476 0.349 

EXPON index
이 0.246 0.261 0.267 0.251 0.245 

이후 0.236 0.241 0.236 0.237 0.241 

<표 4-20>굴 추세방정식 변이계수(2007년 10월)

각각의 추세방정식에서 모형을 선별하여 조정된 변이계수를 구한

결과는 다음 <표 4-20>과 같다.앞선 김, 어의 경우와는 달리 굴

의 조정된 변이계수는 기본 인 변이계수와 상충되는 면이 다소 존

재한다.

<표 4-20>을 보면 표 편차,변이계수,H index,FIindex,GI

index등의 지표에서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하지만 EPSILON index,EXPON index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 기에 측사업의 성과에 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구조분해를 통해 도출된 조정된 변이계수 수치와

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 인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주: 표의 변이계수는 잔차의 값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잔차 값의
표 편차/잔차 값의 평균)으로 도출하 으며 이는 기존의 변이계수와는 다른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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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구조분해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분석

앞선 제1 에서의 추세방정식을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는 다양한

종류의 지수 값들을 도출하여 종합 인 에서 측시 후의

가격변동성을 악하 다.하지만 추세방정식에의 사용은 다음과 같

은 약 을 지닌다.첫째, 측시 이 의 데이터가 뚜렷한 추세를

가지는 불안정 시계열이고 측시 이후의 데이터가 안정 시계열

인 경우,추세방정식을 사용하여 측이 시 의 가격 변동성을 평

가하고 기존의 변이계수로써 측이후 시 의 가격 변동성을 단

해야 하지만,이는 두 지표의 상이한 특성 때문에 상호 비교될 수

없다.둘째,시계열 데이터가 단조 증가 혹은 감소의 형태가 아닌

변동성이 심한 비선형이라면 이에 합한 추세방정식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의 경우 추세방정식을 통한 조

정된 변이계수의 수치는 증폭될 수 있다(Jinandkim,2012).

따라서 본 에서는 BaiandPerron(1998,2003)의 구조분해 방법

을 사용하여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한다.이 방법은 구간에 따른

고유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단순한 원리이지만 불안정 시계열 자료

등에서 기존의 변이계수가 증폭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1.김

김 생산자물가지수 자료를 측이 과 이후로 분리하여 각각에

하여 다음 <표 4-21>과 같이 구조분해를 시도하 다.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인 BaiandPerron(2003),JinandKim(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분해를 한 독립변수를 오직 상수항만으로 설정하

다.이는 다 선형회귀식19)의 공변량 가 1로 설정됨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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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동태 인 효과를 오차항에 귀속시킴에 따라 동태 인 효과

가 평균값의 변화에 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따라서 의 방법

을 사용하면 추정되는 는 그래 상에서 매끄럽게 변화하지 않고

작스럽게 변화하여 분해 시 을 도출할 수 있다(BaiandPerron,

2003). 한 를 0으로 설정하여 공변량 를 분석에서 제외함으로

써 추정해야 하는 모든 모수들이 변화의 상으로 취 되는 순수한

구조분해모형(purestructuralchangemodel)이 된다.

우선 DoubleMaximum Tests20)를 통하여 해당 자료의 구간에서

구조분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단하 다.그 결과 측이 과 이

후의 구간 모두 의 F통계치가 5% 유의수 에서 임계값 보

다 크게 도출됨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구조분해가 발생한다

는 립가설을 채택하 다.다음으로 본 연구는 해당기간에 한 구

조분해 횟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WZ(Liu-Wu-Zidek modified information criterion),

   21)를 지표로 참고하 으며,그 에서도 Baiand

Perron(2003)에서 제안된 방법22)에 따라     검정을 바탕

으로 구조분해 횟수를 선정하 다.이에 따르면, 측이 기간에는

구조분해가 한번(1977년 12월)발생하 으며 측이후 기간에도 한

19)제2장 분석모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다 선형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진다. 
′

′ 

20)DoubleMaximum Tests는 귀무가설(:구조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에 한

립가설(:최 M개의 알려지지 않은 분해가 발생한다.)을 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첫째,  =max ≤  ≤  
…
는 

검정이며 동일하게 가 되어 있어 잔차 제곱의 합을 극소화 시키는 시 (=
)

을 찾는다.두 번째는   이며 와는 달리 유의수 에 기반하여

가 된다.본 연구에서는 를 심으로 서술하 다.

21)  검정은 귀무가설(:추가 인 구조분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과

립가설(:추가 인 구조분해가 존재한다.)을 가진다.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시 에서 구조분해의 횟수를 가늠할 수 있다.

22)BaiandPerron(2003)에 따르면 BIC와 LWZ는 잔차에 자기상 이 존재할 경우

실제 분해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제안하는 등의 한계 을 지닌다.이에 해

BaiandPerron(2003)은   검증을 통한 구조분해 횟수의 결정을 제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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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이

모형설정

={1} =1 =0 =15 =5

DoubleMaximumTests, 

 


 


 


 


 









  분해된구간의수

 


 


Sequential1 LWZ3 BIC3

분해된구간의추정치


11.34
(6.62)



82.52
(4.14)



1977M12

측

이

후

모형설정

={1} =1 =0 =15 =5

DoubleMaximumTests, 

 


 


 


 


 









  분해된구간의수

 


 


Sequential1 LWZ2 BIC2

분해된구간의추정치


85.49
(1.65)



98.70
(3.14)



2007M12

<표 4-21>김 측 후 구조분해(structuralbreak)추정

번(2007년 12월)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이 의 시 은 앞선

제3장의 기 통계량 분석에서 측한 시 (1978년 1월)과 일치하나,

측이후의 시 은 측시 (2013년 3월)과는 다르게 분석되어 각각

의 분해시 을 실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비교함으로써 분석의 타

당성을 확보하려한다.

주1:모형설정에서 는 한 구간이 최소한으로 지녀야 하는 찰 값의 수를 의미하며
m은 최 구조분해가 일어나는 횟수를 지칭한다.

주2:의 귀무가설은 구조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립가설은 어도
하나의 구조분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를 통하여 구조분해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3: 의 귀무가설은 구조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립가설은 개의
구조분해 발생이다.

주4:BIC는 Bayesianinformationcriterion이며,LWZ는 Liu,Wu,andZidek(1997)
에 의해 제안된 informationcriterion이다.

주5: 5% 유의수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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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김 생산자물가지수 구조분해 결과(2004년 10월)

의 <그림 4-1>의 구조 분해 시 은 오일쇼크 국제유가의

상승 등의 상과 결부되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첫째,

측이 시 인 1977년 12월은 오일쇼크의 향으로 인하여 체

인 물가가 상승했던 시기와 복된다.김 양식 련 생산비용의

부분은 인건비 유류비 그리고 양식자재비로 구성됨을 미루어보

아 오일쇼크의 향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등했던 시기로 해석될

수 있다.둘째, 측이후 시 인 2007년 12월 역시 2008년 국제유가

가 최고치를 기록한 시 과 맞물려 설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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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편차 평균 변이계수

조정된

변이계수

측이 11.73 59.24 0.198

측이후 6.10 94.14 0.065

기존

변이계수

측이 35.59 59.24 0.601

측이후 9.00 94.14 0.096

<표 4-22>구조분해 통한 김 련 통계량(2004년 10월)

측이 측이후 검정통계량

기존

변이계수
0.601 0.096 

조정된변이계수 0.198 0.065 

<표 4-23>김 변이계수 가설검정(ModifiedBennett’sTest)

의 구조분해를 통하여 김 측 후의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

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도출된 수치는 측이 (0.198), 측

이후(0.065)로써 기존의 변이계수와 동일하게 측이후에 변동성이

감소하 으며 그 인 수치 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구조분해로 인하여 불안정 시계열인 측이 기간에서의 표 편차

값이 두드러지게 감소하 음을 볼 수 있다.

아래 <표 4-23>은 보정된 Bennett검정을 통하여 측이 과

측이후의 변이계수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상이한지를 가설검정

한 결과이다.기존의 변이계수와 구조분해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모두 1%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23)을 기각하고 립가설24)을 채택

함에 따라 측이 /이후 기간의 변이계수는 서로 상이함이 통계

으로 입증되었다.종합하면,추세를 통해 도출된 조정된 변이계수와

구조분해를 통해 도출된 조정된 변이계수 모두 측이후에 감소함

에 따라 김 측사업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주:***는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3)귀무가설은 “ 측이 과 측이후 변이계수의 값이 동일하다”이다.

24) 립가설은 “ 측이 과 측이후 변이계수의 값이 상이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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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이

모형설정

={1} =1 =0 =15 =5

DoubleMaximumTests, 

 


 


 


 


 









  분해된구간의수

 


 


 


Sequential2 LWZ4 BIC4

분해된구간의추정치


170.35

(4.03)



147.50

(1.94)



123.30

(5.38)



2001M08



2003M12

<표 4-24> 어 측 후 구조분해(structuralbreak)추정

2. 어

어의 경우에도 독립변수에 상수항만을 포함하는 동일한 방법을

용하여 구조분해 분석을 시행하 다.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4>와 같다.우선  검정 결과를 보면 측이 과 이후 기

간 모두 5% 유의수 에서 구조분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그 분

해의 횟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측이 의 경우 LWZ는 4회,

BIC역시 4회,  는 2회의 분해를 제안하 다.김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검정을 바탕으로 2회의 분해

를 받아들 다. 측이후의 기간에서는 LWZ는 3회,BIC는 3회,

   는 1회를 제안하여 마찬가지로 1회의 분해를 받아들

다.

그 결과, 측이 기간은 2001년 8월과 2003년 12월에 측이후

는 2008년 3월에 각기 구조분해가 발생하 다.그래 를 통한 기

통계량 조사에서 측이 기간은 분해시 으로 의심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나,분석을 통해 2회의 분해 시 이 도출되었으며,

측이후에는 2009년 9월 시 에서 구조분해 가능성을 보았으나,분

석결과 2008년 3월이 식별되어 측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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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어 생산자물가지수 구조분해 결과(20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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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tial1LWZ3BIC3

분해된구간의추정치


151.79

(14.04)



106.15

(4.74)



2008M03

주1:모형설정에서 는 한 구간이 최소한으로 지녀야 하는 찰 값의 수를 의미하며
m은 최 구조분해가 일어나는 횟수를 지칭함.

주2:의 귀무가설은 구조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립가설은 어도
하나의 구조분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를 통하여 구조분해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3: 의 귀무가설은 구조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립가설은 개의
구조분해 발생이다.

주4:BIC는 Bayesianinformationcriterion이며,LWZ는 Liu,Wu,andZidek(1997)
에 의해 제안된 informationcriterion이다.

주5: 5% 유의수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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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4-2>는 어의 생산자물가지수 구조분해 시 을 나

타낸다. 어 양식 생산비의 경우 유류비의 비 보다 사료비가 차지

하는 비 이 큰 특징을 가지며,이는 김의 분해시 련 분석과는

다른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25)

각각의 구간별로 도출된 평균과 표 편차를 가 하여 구한 조정

된 변이계수는 다음의 <표 4-25>와 같다. 어의 조정된 변이계수

는 측이 (0.114), 측이후(0.188)로 도출되어 기존 변이계수와 마

찬가지로 측이후 가격변동성이 증가하 다. 한 도출된 수치도

기존의 변이계수 수치에서 크게 감소하여 증폭이 어든 모습을 보

인다.

어의 경우도 김과 마찬가지로 보정된 Bennett검정을 통하여

측이 과 이후의 변이계수가 서로 상이함을 통계 으로 검정하

다.검정결과 기존의 변이계수와 구조분해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모두 1% 유의수 에서 상이함을 보여 다.추세방정식과 구조분해

를 통한 분석을 종합하면,변이계수를 통한 어의 가격안정화 효과

는 식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구체 인 해답을 얻지 못했으며 이는 후속 연구과제

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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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편차 평균 변이계수

조정된

변이계수

측이 18.04 158.55 0.114

측이후 22.68 120.59 0.188

기존

변이계수

측이 25.70 158.55 0.162

측이후 31.27 120.59 0.259

<표 4-25>구조분해 통한 어 련 통계량(2005년 7월)

측이 측이후 검정 통계량

기존 

변이계수
0.162 0.259 

조정된 변이계수 0.114 0.188 

<표 4-26> 어 변이계수 가설검정(ModifiedBennett’sTest)

주:***는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굴

굴 측이 과 이후 기간에 한  검정은 5% 유의수 에

서 구조분해가 존재함을 보 다.앞선 두 품목과 마찬가지로 구조분

해 횟수에 한 정보를    검증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측이 과 이후 구간에서 각각 1회의 분해시 ( 측이 :1990년 1

월, 측이후:2008년 10월)이 도출되었다.앞선 굴 기 통계량 분석

에서는 1992년 10월,2008년 11월을 측 후 각각의 분해시 으로

측하 는데, 측이후의 시 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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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M10

<표 4-27>굴 측 후 구조분해(structuralbreak)추정

주1:모형설정에서 는 한 구간이 최소한으로 지녀야 하는 찰 값의 수를 의미하며
m은 최 구조분해가 일어나는 횟수를 지칭함.

주2:의 귀무가설은 구조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립가설은 어도
하나의 구조분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를 통하여 구조분해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3: 의 귀무가설은 구조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립가설은 개의
구조분해 발생이다.

주4:BIC는 Bayesianinformationcriterion이며,LWZ는 Liu,Wu,andZidek(1997)
에 의해 제안된 informationcriterion이다.

주5: 5% 유의수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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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굴 생산자물가지수 구조분해 결과(2007년 10월)

의 <그림 4-3>은 구조분해 시 을 보이고 있다. 측이 부터

살펴보면 1990년 1월 시 에서 분해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종패수

과 련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즉,굴 양식의 생산비용 비 은 인

건비,종패구입비,유류비,양식자재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따라서

1990년 에 발생한 종패수 에의 문제는 종패구입비를 상승시켜

물가의 변동을 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측이후 분해 시 은 2008

년 10월이며,이는 김 품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의 이례

인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 <표 4-28>은 구조분해를 통해 도출된 굴의 조정된 변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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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편차 평균 변이계수

조정된

변이계수

측이 18.28 70.32 0.260

측이후 32.63 102.65 0.318

기존

변이계수

측이 29.93 70.32 0.426

측이후 35.74 102.65 0.348

<표 4-28>구조분해 통한 굴 련 통계량(2007년 10월)

측이 측이후 TestStatistics

기존

변이계수
0.426 0.348 

조정된변이계수 0.260 0.318 

<표 4-29>굴 변이계수 가설검정(ModifiedBennett’sTest)

수 결과이다. 측이 (0.260), 측이후(0.318)로써 기존 변이계수와

는 달리 측이후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하 다.이는 구조분해 용

시, 측이 기간 표 편차의 감소 정도가 측 이후 보다 상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이로 인하여 측이 기간 변이계수의 증폭

정도가 측이후에 비해 상 으로 감소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 결과는 <표 4-29>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굴 측이 /이

후 기간 변이계수의 상이함을 보정된 Bennett검정으로 가설검정

한 결과 기존의 변이계수와 조정된 변이계수는 각각 10%,5% 유의

수 에서 측이 과 이후 변이계수의 값이 상이함을 보여 다.이

는 구조분해를 통해 도출된 조정된 변이계수가 측이후에 증가함

이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앞에서 추정된 추세방정식을 통

한 조정된 변이계수 값의 많은 부분 역시 기존 변이계수와 다르게

측 이후에 증가한 으로 미루어 보아 굴 측사업을 통한 가격

안정화 효과는 기존의 변이계수를 통한 견해와는 달리 나타나지 않

았다.

주:*,**은 각각 10%,5% 유의수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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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결론

가격안정화 효과의 계측결과는 정부 정책의 시행 시 과 련되

어 해당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 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가격

안정화 계측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그 에서도 변이계수

는 분석에의 편리함과 들의 이해에 친숙한 측면이 부각되어

리 사용되어왔다.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변이계수가 지닌

한계 (측정방법 자료의 종류에 따른 상이한 결론의 도출,불안

정시계열에서의 증폭)이 지 되어왔으며,이에 한 안책 역시 제

시된바 있다.이에 본 연구는 변이계수의 한계를 인식함과 동시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인 추세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

구조분해를 통한 조정된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수산업 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평가하 다.

기존의 변이계수 분석결과 김과 굴은 측이후 가격 변동성이 감

소하 으나 어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여 측사업의 가격

안정화 효과는 김과 굴 품목에서 발견되었다.이에 해 기존 변이

계수의 한계 을 보완하여 수산업 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추세방정식의 잔차를 활용하여

조정된 변이계수를 도출한 결과 김과 어는 각각 측이후 가격

변동성이 감소,증가하 으며 굴의 경우 일부 지표에서 측이후에

가격 변동성이 증가함을 보인다.구조분해로부터 도출된 조정된 변

이계수 분석 결과 한,김과 어의 경우 측이후 가격 변동성이

각각 감소,증가하 으며 굴의 경우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기존의 변이계수가 지닌 한계 을 보완한 두 가지 조정된 변이

계수 분석 결과는 굴 품목에서 발견된 가격안정화 효과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다.이는 명백한 한계 을 가진 기존의 변이계수를 통

해 가격안정화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정확성을 보장하

지 못하며,조정된 변이계수와의 비교를 통한 보수 인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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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추세방정식 도출을

통한 우수모형 선별,구조분해 시 에 한 실 인 해석 등의 측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 본 연구는 기존의 변이계수가 지닌 약

을 보완하는 방법을 수산업 측사업 평가에 용함으로써 변이계

수의 신뢰도를 향상 시킨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측사업은 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기

에 해당 주제에 해 주의를 환기시킨 한 의미가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조정된 변이계수만으로 측사업의 효

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생산자물가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 없이 존재하며 해당 요인들은 측사업의 성과를 확

혹은 축소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모형에 의하여 도출된 어 구조분해 시 과 련해 한

해석이 부재하며,k개의 독립 인 표본을 가정하는 보정된 Bennett

검정을 시계열 자료에 그 로 사용한 은 후속연구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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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alysisonPrice

StabilizationEffectofOutlook

InformationbyUsingCorrected

CoefficientofVariation:

anApplicationtoFisheriesOutlook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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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MarketsizeofthefishingindustryinKoreahasexpandeddueto

thefactorslikeFTA andaboom incultivatingfishery.However,

anoutputofmarineproductshasheavilyinfluencedbyseastate

andthatalwaysraisesconcernaboutpriceinstabilitywhichcan

reduce social welfare.So,to deal with that problem our

governmentimplementsFisheriesOutlookProjectfrom 2004and

now itistimeforustoevaluateFisheriesOutlookProject.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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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we focus price stabilization effect because that is the

objective of Fisheries Outlook Projectand many study use

CV(coefficientofvariation)tomeasurepricevolatility.However,

thatmethodhasseveralissueswhichcancauseseriousdamage

toderivedresults.First,CV reacheddifferentresultsdepending

on themethod used and data appearance.Second,thefigure

couldbeamplifiedinthenon-stationarytimeseriesdata.These

factsgiveusawarningthatevaluatingpricestabilizationeffect

only by using CV isnotthataccurate.Buttherearemany

studiesusingCV tomeasurepricevolatilitydespiteoftheirown

weakness.

Thepurposeofthisstudy istomeasurepricestabilization

effectofFisheriesOutlookProjectincaseofLaver,Flatfishand

Oysterby using correctedCV which makesupfortheweak

points of originalCV.Eventually,we expect this analysis

emphasizesthatinterpretingCVrequiresextracaution.

TwodifferentkindsofcorrectedCV areusedinthisstudy.

First,wederivecorrected CV by using deviation from trend

equations.In thisstudy,weuselineartrendmodel,quadratic

trendmodel,nonlineartrendmodel,ARMA(p,q)modelandeach

trend modelrepresentsbreak in constantand trend afterthe

specificpoint(outlookinformationspread)by containing dummy

variableandinteractionvariableintheequation.Finally,weuse

5kindsofindexestoderivequiteanumberofcorrectedCVs

andthesecanbeusedasanalternativebecausethesemakeus

possibleto judgepricevolatility in comprehensiveperspective

which makes up the originalCV’s weakness(differentresults

from differentmethodanddataused).Second,anothertypeof

corrected CV can be obtained from structuralchanges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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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ssubregimesbyconsideringthepointswherethemeanis

shifted.Basically,based on theeach subregimewefind CVs

which belong toeach subregimeandcalculatecorrected CV(a

weightedaverageoftheCV)takingintoaccountthelengthof

eachregime(anumberofmonths)inthewholetimeseriesspan.

Thisstudyderivesfollowingresults.IntheoriginalCV case,

wefindpricevolatilityhasbeendecreasedinLaverandOyster,

butFlatfish’spricevolatilityhasbeenincreased.However,results

from corrected CV issomewhatdifferent.Corrected CV from

trendequationindicatesthatseveralindexes(H index,FIindex,

GIindex)sayOyster’spricevolatilityhasbeenincreased,and

CorrectedCV from structuralchangesalsofindsthatOyster’s

pricevolatilityhasbeenincreased.Thisanalysisdefinitelyshows

usthatusingoriginalCV alonecouldcauseimpreciseresults.

Especially in this case,without a corrected CV we might

conclude Fisheries Outlook Project reduces Oyster’s price

volatility.However,wecanconcludethereispricestabilization

effectincaseofLaveraccordingtoCVanalysis.

Thisstudyhasfollowingdistinctionsfrom precedingresearch.

First,we apply standards(statisticalsignificance ofvariables,

adjusted R-squared, information criterion, etc.) and select

appropriatetrendequationstoderivemeaningfulresults.Second,

we try to make the structural change model credible by

interpretingthebreakpoints.

However,thisstudyhaslackofappropriateinterpretationabout

breakpointsincaseofFlatfishandusingmodifiedBennett’stest

in order to find statistical difference of CV from two

period(beforeandafteroutlookinformationspread)isnotsuitable

tothetimeseriesdata.Therefore,weputtheseissuesi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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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study.

Keywords :price volatility,corrected coefficientofvariation,

trendequation,structuralchanges,FisheriesOutlook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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