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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outlook model that is consistent with the “Fisheries Outlook” 
monthly published by the Fisheries Outlook Center of the Korea Maritime Institute(KMI). In particular, it 
was designed as a partial equilibrium model limited to abalone items, but a model was constructed with 
a dynamic ecological equation model(DEEM) system taking into account biological breeding and shipping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model development 
of various item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due to the limitation of monthly data, the market equilibrium 
price was calculated by using the recursive model construction method to be calculated directly as an inverse 
demand. A model was built in the form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can explain economic causality 
rather than a conventional time series analysis model.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young seashells planting, it was estimated that the coefficient 
of the amount of young seashells planting from the previous year was estimated to be 0.82 so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young seashells planting this year and last year. It i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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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t to be nurtured for a long time after aquaculture license and limited aquaculture area(edge style) and 
implantation. The economic factor, the coefficient of price from last year was estimated at 0.47. In the case 
of breeding quantity, it was estimated that the longer the breeding period, the larger the coefficient of breeding 
quantity in the previous period. It was analyzed that the impact of shipments on the breeding volume increased. 
In the case of shipments, the coefficient of production price was estimated unelastically. As the period of 
rearing increased, the estimation coefficient decreased. Such result indicates that the expected price, which 
is an economic factor variable and that had less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shipments. In addition, the 
elasticity of the breeding quantity was estimated more unelastically as the breeding period increased. This  
is also correlated with the relative coefficient size of the expected price. The abalone supply and demand 
forecast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duces the prediction error than the existing 
model using the ecological equation modeling system and the economic causal model.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 system of simultaneous equations that can be linked to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tween industries and items. This is left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Keywords : Aquaculture, Abalone, Outlook Model, Dynamic Ecological Equation Model System, Structural 
           Equation Model

I. 서  론

전복은 국내 양식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이다. 전복 생산량은 1990년
대까지 자연산에 의존해 연간 100톤 이하의 소량에 불과했으나, 양식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부터 

급증했다(이남수ㆍ박은영, 2010). 2003년 1천 톤에 불과하던 전복 생산량은 2018년에는 그보다 20배 

가량 많은 2만 톤 이상을 기록1)했으며, 생산금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천해양식 수산물 중 생산

금액 1위를 차지했다(노아현, 2020). 이렇듯 전복 양식업은 외적으로 급성장했으나, 반대급부로 내적

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복 양식업은 시설량과 입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국내 소비와 수출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해 양성물량이 증가하고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정부의 체계적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자나 정부가 수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전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교

한 계량경제모형이 구축되어야 하며, 전복 수급전망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하, KMI)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의 전복 수급전망모형은 2014년에 처음으로 개발(김배성 외, 2014)되었는데, 모
형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정책 실험의 유용성과 예측치의 신뢰성 측면에서 취약했다. 특히 단일방정식

의 주요 설명변수인 파라미터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고, 개별 모형의 적합성이 낮았다. 또

한, 전복 치패 입식량, 양성물량, 출하량 간의 시차 및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기대가격이 형성되기 때

1)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에 따르면, 2003년 전복 생산량은 1,065톤(생산금액 629억 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20,053톤(6,071억 원)으로 생산량은 18.8배(생산금액 9.7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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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t to be nurtured for a long time after aquaculture license and limited aquaculture area(edge style) and 
implantation. The economic factor, the coefficient of price from last year was estimated at 0.47. In the case 
of breeding quantity, it was estimated that the longer the breeding period, the larger the coefficient of breeding 
quantity in the previous period. It was analyzed that the impact of shipments on the breeding volume increased. 
In the case of shipments, the coefficient of production price was estimated unelastically. As the period of 
rearing increased, the estimation coefficient decreased. Such result indicates that the expected price, which 
is an economic factor variable and that had less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shipments. In addition, the 
elasticity of the breeding quantity was estimated more unelastically as the breeding period increased. This  
is also correlated with the relative coefficient size of the expected price. The abalone supply and demand 
forecast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duces the prediction error than the existing 
model using the ecological equation modeling system and the economic causal model.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 system of simultaneous equations that can be linked to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tween industries and items. This is left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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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복은 국내 양식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이다. 전복 생산량은 1990년
대까지 자연산에 의존해 연간 100톤 이하의 소량에 불과했으나, 양식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부터 

급증했다(이남수ㆍ박은영, 2010). 2003년 1천 톤에 불과하던 전복 생산량은 2018년에는 그보다 20배 

가량 많은 2만 톤 이상을 기록1)했으며, 생산금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천해양식 수산물 중 생산

금액 1위를 차지했다(노아현, 2020). 이렇듯 전복 양식업은 외적으로 급성장했으나, 반대급부로 내적

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복 양식업은 시설량과 입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국내 소비와 수출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해 양성물량이 증가하고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정부의 체계적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자나 정부가 수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전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교

한 계량경제모형이 구축되어야 하며, 전복 수급전망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하, KMI)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의 전복 수급전망모형은 2014년에 처음으로 개발(김배성 외, 2014)되었는데, 모
형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정책 실험의 유용성과 예측치의 신뢰성 측면에서 취약했다. 특히 단일방정식

의 주요 설명변수인 파라미터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고, 개별 모형의 적합성이 낮았다. 또

한, 전복 치패 입식량, 양성물량, 출하량 간의 시차 및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기대가격이 형성되기 때

1)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에 따르면, 2003년 전복 생산량은 1,065톤(생산금액 629억 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20,053톤(6,071억 원)으로 생산량은 18.8배(생산금액 9.7배) 증가하였다.

문에 치패 입식 및 양성 중에 출하량이 결정되는 생물학적 공급모형을 간과하였다. 이에 동태적 공급

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6년에 구축된 모형(조재환 외, 2016)에서는 치패 입식량, 양성물량, 출하량

의 시차 및 연계성을 유지하여 연산별 치패 입식량과 양성물량(만 마리 기준)과 비교할 수 있도록 크

기별 전복 출하량(톤 기준)을 만 마리 기준으로 단위를 통일한 후, 스톡(Stock)과 플로우(Flow)의 동태

적 관계로 파악한 ‘생물학적 공급모형 설계’를 시도하였다. 시차구조에 따른 기대가격에 의해 전복 양

성물량과 출하량 결정모형을 개발하고, 가격 신축성 함수를 통해 산지가격 결정모형을 구축하였다. 해당 

모형의 특징은 동태적 생물학적 공급관계를 고려한 월별 동태적 축차모형 형태의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 PEM)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단일방정식의 추정 결과 주요변수의 부호 및 설

명변수의 선택이 경제학적 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경제학적 모형설계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체 전복 수급전망 모형에서 양성물량 결정 모형에 대해 연구한 결과도 있었는데, 전복 양성물량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모형으로 설계하였다(조재환 외, 2018).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전복 양성물량이 연산과 관계없이 15개월 전 상대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

였으며, 기대가격의 비용 부분 또한 전복 먹이용과 관련성이 낮은 미역 도매가격을 이용하였다는 점

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전복양식 수급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학적 이론에 부합한 새로운 전복 

수급전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의 경영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전망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구축하

였으며, 전복 수급전망모형은 품목에 국한된 부분균형모형(PEM)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특성

인 입식, 양성, 출하 등을 고려한 동태적 생태방정식모형(Dynamic Ecological Equation Model; DEEM) 
체계로 구축하였고, 미래 예측 및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급전망모형으로 KMI의「전복 수산관측」월보

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월별로 세분화하였고, 동태적 생태방정식모형(DEEM) 체계를 

활용해 구축하였기 때문에 기존 모형보다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모두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수급전망모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할 단일방정식 및 모형 체계(Model Flow)를 설계하였다. Ⅲ장에

서는 추정 결과에 사용된 자료의 설명 및 설계된 단일방정식 체계를 바탕으로 각 모형을 추정하여 생

물학 및 경제학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분석 모형 및 자료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0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월별 자료로, KMI 수산업관측센터의

「전복 수산관측」자료를 활용하였다. 
월별 전망치를 도출하는 전복 수급전망모형은 품목에 국한된 부분균형모형(PEM)으로 설계하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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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전복의 생물학적 특성인 양성 및 출하기간 등을 고려한 동태적 생태방정식모형(DEEM) 체
계로 구축하였다. 또한 미래예측 및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경제이론에 부합된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다만,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산업․품목 

간 생산, 소비 대체로 연결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 구축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동시균형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 SEM) 구축이 이상적이나, 월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축차모형(Recursive Model; RM)을 이용하였으며, 시장균형가격(Market Clearing 
Price)이 역수요 함수(Inverse Demand Function)로 직접 계산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단기적 가격형성

은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요 변화보다는 공급량 변화가 시장 균형가격 형성을 주도하기 때문이

다(한석호 외, 2018). 

1. 공급함수

전복 치패 입식물량에 사용될 공급함수는 이윤극대화 구조(Profit Maximizing Framework)로부터 유

도될 수 있다. 즉, 최적산출 수준의 선택은 주어진 시장가격 아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수준

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생산물 공급함수는 산출물의 가격과 투입재 가격의 함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이윤극대화 조건을 따른다고 가정할지라도 모든 생산자가 같은 공급곡선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Aggregate Supply System에서는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동일성(homogeneity), 연속

성(continuity), 분리성(separability)만을 고려한다. 또한 동태적 공급량 반응함수 형태는 Nerlove(Nerlove 
M, 1956)의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 PAM)과 Koyck(Koyck, L.M, 1954)의 기하학적 분

포시차모형을 기본으로 한 Cagan(Cagan P, 1956)의 적응적 기대가설 모형(Adaptive Expectation Model; 
AEM)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한석호 외, 2015). 

본 연구의 생산함수(공급함수)에 관해서는 대상 품목의 특성인 생물학적 요인을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농업부문의 축산물 생육함수를 응용하여 입식기간, 양성기간(생육기간), 출하시기를 모형

화하고 전복 치패 입식물량, 생존율(폐사율) 등을 고려하여 생육함수로 도출된 연산별 양성물량 및 출

하량을 예측하도록 모형화하였다. 전복은 채란ㆍ채묘 후 8~9개월이 경과한 후 완도를 중심으로 치패

를 입식한다. 따라서 치패 입식물량은 약 9~12개월 이전의 산지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패 입식물량 중 평균 폐사율을 가정하여 모형화1)할 수 있다. 전복 치패 입식물량 추정2)을 위한 지

역(완도, 기타) 및 입식시기(기간1, 기간2)를 구분하고 여기에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M)을 적용

(Nerlove M, 1956)하면 설명변수가전기의 치패 양성물량과 상대적 기대소득(가격/생산비), 계절성 등으

로 구성된 추정식은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한석호 외, 2019).

1) 다만, 현재 산지가격(kg당 10마리 기준)과 전복 입식물량(만 마리)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복 치패 폐사량과 입식물
량의 자료 및 모형화 작업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복 치패 입식시기는 대부분 11월~다음해 5월까지 진행된다. 이는 완도와 기타지역의 입식시기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입식시기를 구분할 경우 월별모형 또는 분기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입식시기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전
국단위 기준으로 연간모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전복 치패 입식시기에 따라, 입식시기 기간을 2개 기간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전복 치패 입식시기는 출하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간1(11~1월)과 기간2(2~5월)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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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전복 수급전망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에서는 전복의 생물학적 특성인 양성 및 출하기간 등을 고려한 동태적 생태방정식모형(DEEM) 체
계로 구축하였다. 또한 미래예측 및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경제이론에 부합된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다만,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산업․품목 

간 생산, 소비 대체로 연결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 구축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동시균형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 SEM) 구축이 이상적이나, 월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축차모형(Recursive Model; RM)을 이용하였으며, 시장균형가격(Market Clearing 
Price)이 역수요 함수(Inverse Demand Function)로 직접 계산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단기적 가격형성

은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요 변화보다는 공급량 변화가 시장 균형가격 형성을 주도하기 때문이

다(한석호 외, 2018). 

1. 공급함수

전복 치패 입식물량에 사용될 공급함수는 이윤극대화 구조(Profit Maximizing Framework)로부터 유

도될 수 있다. 즉, 최적산출 수준의 선택은 주어진 시장가격 아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수준

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생산물 공급함수는 산출물의 가격과 투입재 가격의 함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이윤극대화 조건을 따른다고 가정할지라도 모든 생산자가 같은 공급곡선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Aggregate Supply System에서는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동일성(homogeneity), 연속

성(continuity), 분리성(separability)만을 고려한다. 또한 동태적 공급량 반응함수 형태는 Nerlove(Nerlove 
M, 1956)의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 PAM)과 Koyck(Koyck, L.M, 1954)의 기하학적 분

포시차모형을 기본으로 한 Cagan(Cagan P, 1956)의 적응적 기대가설 모형(Adaptive Expectation Model; 
AEM)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한석호 외, 2015). 

본 연구의 생산함수(공급함수)에 관해서는 대상 품목의 특성인 생물학적 요인을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농업부문의 축산물 생육함수를 응용하여 입식기간, 양성기간(생육기간), 출하시기를 모형

화하고 전복 치패 입식물량, 생존율(폐사율) 등을 고려하여 생육함수로 도출된 연산별 양성물량 및 출

하량을 예측하도록 모형화하였다. 전복은 채란ㆍ채묘 후 8~9개월이 경과한 후 완도를 중심으로 치패

를 입식한다. 따라서 치패 입식물량은 약 9~12개월 이전의 산지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패 입식물량 중 평균 폐사율을 가정하여 모형화1)할 수 있다. 전복 치패 입식물량 추정2)을 위한 지

역(완도, 기타) 및 입식시기(기간1, 기간2)를 구분하고 여기에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M)을 적용

(Nerlove M, 1956)하면 설명변수가전기의 치패 양성물량과 상대적 기대소득(가격/생산비), 계절성 등으

로 구성된 추정식은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한석호 외, 2019).

1) 다만, 현재 산지가격(kg당 10마리 기준)과 전복 입식물량(만 마리)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복 치패 폐사량과 입식물
량의 자료 및 모형화 작업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복 치패 입식시기는 대부분 11월~다음해 5월까지 진행된다. 이는 완도와 기타지역의 입식시기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입식시기를 구분할 경우 월별모형 또는 분기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입식시기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전
국단위 기준으로 연간모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전복 치패 입식시기에 따라, 입식시기 기간을 2개 기간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전복 치패 입식시기는 출하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간1(11~1월)과 기간2(2~5월)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 : 1) 
  지역의 기시기의입식물량 ,   기의산지가격,   기의생산비

    2) r : 완도, 기타, k : 기간 1 (11~1월), 기간 2 (2~5월)
    3) t : 년도, j : 시차 수 (9개월~)
    4) 설명변수 중 생산비(Pcost)는 전복 생산비 가격이 부재하여, 모형추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음. 선행연구에서 
       는 물미역의 산지가격(완도 주산지, 원/kg, 12월 가격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월별로 동일한 가격을 사용한 점
       과 예측값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

전복 양성물량은 연산별(1년산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로 각각 구분한 후, t년도 월 양성

물량 추정은 월의 양성물량에서 월의 출하량을 제외하고 폐사량을 제외한 값이 당월(월)의 

연산별 양성물량이 되도록 생태학적 요인을 반영한 추정식을 고려하였다. 1년 미만의 전복 양성물량

은 전기()의 양성물량과 폐사량, 그리고 약 1년 전()의 치패 입식물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여기서 전기 양성물량의 파라미터는 1보다 작아야 하며, 출하량이 없을 경우에는 전복

이 해상가두리에서 양성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산별 양성물량의 합은 총 양성물량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과 같다.


  

 




  
                                               (2)


  

  
  

  

 







주 :  : 연산,  : 연도,   : 월,   : 양성물량,  : 출하량,  : 폐사량

전복 출하량은 연산별로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산별 전복 출하량은 출하가능 

물량(전기 양성물량)과 미래가격(전기 약 3개월간의 산지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즉 

전복 생산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출하가능 물량(양성물량)과 미래의 판매금액으로부터 산출된다. 여기

서 미래의 판매금액은 Cagon의 적응적 기대가설을 이용하여 전기(약 3개월) 산지가격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산별 출하물량의 합은 총 출하물량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 (3)과 같다.

 


  

  






                                                   (3)

 







주 :  : 연산,  : 연도,   : 월,   : 양성물량,  : 출하량,  : 산지가격

 

2. 역수요함수

역수요 함수(Inverse Demand Function)는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는데, 대체 

소비량은 전복 소비 대체품목 및 수입량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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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호ㆍ장희수ㆍ허수진ㆍ이남수

전복의 소비 대체품목이 될 수 있으나, 육류 전망치 획득의 한계와 힉스의 분리성(Hicksian separability)
이론을 근거로 설명변수에서 제외하고 물가지수(index)를 포함 시킬 수 있다. 또한 월별 모형에서는 소

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성향 및 트렌드를 대체할 수 있는 물가지수나 시간 

추세(trend) 변수를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물가지수(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미래 예측치 획득에 한계가 많아 실질적으로 본 모형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균형가격    소비량  소비대체소비량 계절성소득 
   주 :   품목   중량  지역  시간   대체품목

월별 역수요 함수에서 추정할 종속변수인 산지가격은 kg당 크기별(8마리, 10마리, 12마리, 15마리, 
20마리) 산지가격 중 기준가격 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별로 세분하여 추정하기보다는 대표적 시장 

및 산지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판매량이 가장 많고 가격을 선도하는 대표 산지

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 산지가격은 

kg당 10마리 크기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해당 크기의 기준가격을 활용하였다. 따라

서 전복 산지가격(kg당 10마리)은 전체 출하물량(연산별)과 수출량과 수입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구

성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4)와 같다(한석호 외, 2019).

  





                                                    (4)

  주 :   당마리산지가격  전체출하량  수출량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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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10마리 산지가격

기대수익률 개념

추정방정식

설명변수

마리 → 톤
전환

주 : t는 금기(해당 월), t-1 전기를 뜻함.

<그림 1> 전복 수급전망모형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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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 산지가격은 

kg당 10마리 크기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해당 크기의 기준가격을 활용하였다. 따라

서 전복 산지가격(kg당 10마리)은 전체 출하물량(연산별)과 수출량과 수입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구

성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4)와 같다(한석호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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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복 수급전망모형 구조도

월별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모형 적합성을 위해서는 설명변수에 전기 자체가격(도매가격/산지가격)을 

사용하면 추정치 값이 편의(bias)가 발생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계열분석 모형보다는 경제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복의 월별 모형 구성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Ⅲ. 추정 결과

1. 치패 입식량 

전복 치패 입식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기간

1(11~1월)에 치패 입식이 집중된다. 완도의 경우 기간1(11~1월)의 치패 입식량이 2011년 3억 3,505만 

마리에서 2015년에 3억 3,058만 마리로 소폭 감소했다. 그 이후부터 증가하여 2018년에는 4억 7,200
만 마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4억 1,800만 마리로 감소하였다. 기타 지역의 경우 기간

1(11~1월)의 치패 입식량이 2011년 4,466만 마리에서 2013년에 4,280만 마리로 감소했으나, 그 이후

부터는 증가하여 2019년에 1억 1,980만 마리를 유지하고 있다. 치패 입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

2(2~5월)의 경우는 2017년까지는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 기간2의 치패 입

식량은 1억 860만 마리에서 2017년에 2억 700만 마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절반 수준

인 9,410만 마리로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전복 치패 입식 시기는 완도의 경우 11월~다음해 5월에 이루어지나, 대체로 11월~다음해 1월에 전

체 물량의 80% 정도가 입식되며, 2019년에는 90% 이상이 이 기간에 입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신안, 해남, 진도)의 경우도 11월~다음해 5월에 입식이 이루어지는데, 2016년 이전에는 3~5월에 

전체 입식물량의 약 60%가 입식되었으나, 2016년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6년 46%, 2019
년 34%까지 하락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기타지역에서도 11월~다음해 1월에 전체 물량의 약 60%가 

입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재환 외(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치패 입식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단일방정식 추정을 수행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3) 기존 모형을 개발한 조재환 등(2016)의 연구에서는 기간별(4분기, 1분기)로 치패입식물량을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 하
였다. 이는 기간별로 생산(출하)지역이 구분되고 입식물량도 집중된다는 가정이었으나, 데이터 분석 결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할 경우 각 기간(4분기, 1분기)이 생산 지역을 대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준 지역 분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
기준

완도
기간1 33,505 37,220 37,220 34,597 33,058 37,943 39,771 47,200 41,800
기간2 5,589 6,392 6,392 5,524 10,431 10,202 12,600 9,100 3,370

기타
기간1 4,466 4,770 4,280 7,122 6,712 8,129 11,700 10,700 11,980
기간2 5,271 7,836 7,836 6,024 7,019 7,787 8,100 6,200 6,040

계
기간1 37,971 41,990 41,500 41,719 39,771 46,072 51,471 57,900 53,780
기간2 10,860 14,228 14,228 11,548 17,450 17,989 20,700 15,300 9,41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관측센터

<표 1> 연도별ㆍ지역별 전복 치패 입식량 변동 추이
   (단위 : 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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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호ㆍ장희수ㆍ허수진ㆍ이남수

본 연구에서는 전복 치패 입식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연

산별(11월~다음해 5월)로 기간을 2개(기간1(11~1월), 기간2(2~5월))로 나누어 반기별 치패 입식물량을 

추정하였다. 상대적 기대소득(가격/생산비)을 설명변수로 이용해야 하나, 전복 생산비 가격이 부재하여 

모형 추정에는 사용하지 않았다4). 전복 치패입식량 추정식은 아래 식 (5)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5)

주 : 1)   반기별입식물량 ,   산지가격
     2) th : 반기별 (기간1: 11~1월, 기간2: 2~5월) 
    

Nerlove 부분조정모형(PAM)으로 전기의 치패 입식물량(   )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Cagon의 적응적 기대가설모형을 이용하여 전년의 상대가격(  )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기대 

산지가격은 전복의 채란ㆍ채묘 시기와 치패 입식시기가 약 9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

면, 의사결정 시기는 약 12개월 전후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형에 사용될 산지가격은 치패 입

식시기인 11~5월의 약 12개월 전년인 th-2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치패 입식물량(  )의 계수는 0.82로 추정

되었다. 이는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M)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속도조정계수()가 0.18로 추정되

어 조정속도가 매우 늦다는 의미이다. 즉, 당해 연도의 치패 입식물량과 전년도의 치패 입식물량 차이

가 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양식면허 및 면적(해상가두리 시설량)이 제한적이며, 치패 입식 이후 장기간 양성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전년 가격(대표 산지,  kg당 10마리)의 계수는 0.48로 추정되었다. 이는 함수형

태가 log-log로 추정되어 전년 전복가격이 1% 상승했을 때, 당해 연도의 치패 입식물량(  )은 

0.4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 참고).

4) 선행연구에서는 물미역 산지가격을 사용하였으나, 월별로 동일한 가격을 사용한 점과 예측값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 3.145 − 1.15

log( ) 0.821***  11.99
log(  ) 0.475*   1.77

dum0802+dum1002+dum1802 − 0.631*** − 5.48
dum1301+dum1302 − 0.372** − 2.12

Adjustment R-square 0.922
B-G LM test 1.676(0.196)

추정기간 2008/s1-2019/s2
주 : 1)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는 반기별 입식물량, 는 산지가격을 의미하며, dum은 더미변수로, 앞 두 자리는 년도, 뒤 두 자리는  

       반기를 의미함.
    3) B-G LM test는 브리쉬-고드프리(Breusch-Godfrey) 검정 결과를 의미하며, ( )는 통계량임.

<표 2> 치패 입식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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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11월~다음해 5월)로 기간을 2개(기간1(11~1월), 기간2(2~5월))로 나누어 반기별 치패 입식물량을 

추정하였다. 상대적 기대소득(가격/생산비)을 설명변수로 이용해야 하나, 전복 생산비 가격이 부재하여 

모형 추정에는 사용하지 않았다4). 전복 치패입식량 추정식은 아래 식 (5)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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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 : 반기별 (기간1: 11~1월, 기간2: 2~5월) 
    

Nerlove 부분조정모형(PAM)으로 전기의 치패 입식물량(   )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Cagon의 적응적 기대가설모형을 이용하여 전년의 상대가격(  )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기대 

산지가격은 전복의 채란ㆍ채묘 시기와 치패 입식시기가 약 9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

면, 의사결정 시기는 약 12개월 전후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형에 사용될 산지가격은 치패 입

식시기인 11~5월의 약 12개월 전년인 th-2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치패 입식물량(  )의 계수는 0.82로 추정

되었다. 이는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M)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속도조정계수()가 0.18로 추정되

어 조정속도가 매우 늦다는 의미이다. 즉, 당해 연도의 치패 입식물량과 전년도의 치패 입식물량 차이

가 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양식면허 및 면적(해상가두리 시설량)이 제한적이며, 치패 입식 이후 장기간 양성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전년 가격(대표 산지,  kg당 10마리)의 계수는 0.48로 추정되었다. 이는 함수형

태가 log-log로 추정되어 전년 전복가격이 1% 상승했을 때, 당해 연도의 치패 입식물량(  )은 

0.4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 참고).

4) 선행연구에서는 물미역 산지가격을 사용하였으나, 월별로 동일한 가격을 사용한 점과 예측값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 3.145 − 1.15

log( ) 0.821***  11.99
log(  ) 0.475*   1.77

dum0802+dum1002+dum1802 − 0.631*** − 5.48
dum1301+dum1302 − 0.372** − 2.12

Adjustment R-square 0.922
B-G LM test 1.676(0.196)

추정기간 2008/s1-2019/s2
주 : 1)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는 반기별 입식물량, 는 산지가격을 의미하며, dum은 더미변수로, 앞 두 자리는 년도, 뒤 두 자리는  

       반기를 의미함.
    3) B-G LM test는 브리쉬-고드프리(Breusch-Godfrey) 검정 결과를 의미하며, ( )는 통계량임.

<표 2> 치패 입식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2. 연산별 양성물량

전복 양성물량은 연산별(1년산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로 각각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연산별로 

t년도 월 양성물량 추정은 월의 양성물량에서 월의 출하량을 제외하고, 폐사량을 제외한 값이 

당월(월)의 연산별 양성물량이 되도록 생태학적 요인을 반영한 추정식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였다. 1년 

미만의 전복 양성물량은 전기()의 양성물량과 약 1년 전()의 치패 입식물량에 의존하는 것으

로 모형화하였으나, 실제 모형추정에서는 폐사량 데이터의 한계로 설명변수에서 제외한 함수형태로 구성

하였다. 여기서 전기 양성물량의 파라미터는 1보다 작아야 하며 출하량이 없을 때는 지속해서 전복이 해

상가두리에서 양성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산별 양성물량의 합은 총 양성물량이 된다.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하였을 경우 자기상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GLS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상관 구간에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였다.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미를 사용하는 구간은 잔차(residual)가 0을 기준으로 양(+) 또
는 음(-)으로 일정 기간 지속하였다가 부호가 변하는 시점에 구조 더미변수(SD) 또는 더미변수를 추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LS방법으로 AR, MA 변수를 

사용하지만, 자기상관이 심각할 경우에는 GLS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추정된 파라미터 값에 편의(bias)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년 미만 양성물량 :    




  

    1년산 양성물량 :     
  

    2년산 양성물량 :     
  

    3년 이상 양성물량 :     
  

    전체 양성물량 :  







주 :  : 연산,  : 기간1, 기간2, m : 월별,   : 양성물량,  : 출하량,   : 전년 치패입식물량,      
      월별양성물량
 

1) 1년산 미만 양성물량 

전기의 전복 양성물량(  
 )의 파라미터 값은 0.83으로 추정되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추정

되었다. 파라미터 값은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M)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속도조정계수()가 0.17
로 추정되어 조정속도가 매우 늦다는 의미이다. 즉 금기의 1년산 미만의 전복 양성물량은 전기의 양

성물량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3> 참고). 
1년 전( )의 치패 입식물량(   )의 파라미터 값은 0.17로 추정되었고, 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론적으로는 1에 근접해야 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모형추정에 사

용된 치패 입식물량(   )은 연산 기준으로 11월~다음해 5월까지의 치패 입식물량의 총합이며, 1년

산 미만의 전복 양성물량(
 )은 월별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폐사물량(

 )과 1년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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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물량(
 )에서 1년산(

 )으로 성장한 양성물량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덧붙여, 월별 계

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계절 더미변수를 반영하였고, 11월과 12월에 계절성이 존재하였으며, 3월
과 4월도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추정에서는 SD13*DUM11과 DUM0812+DUM1209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자기상관 문제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성이 비슷한 더미변수는 서로 더하여 

자유도를 높였다.

2) 1년산 양성물량

전기 1년산 양성물량(  
 )의 파라미터 값은 0.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함수

형태가 log-log 형태이므로 전기의 양성물량이 1% 증가하면 금기의 양성물량은 0.89%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1에 근접해야 하는데, 이는 폐사물량(
 )과 1년산(  

 )에서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0.062    0.66

log(
 ) 0.826***   28.81

log() 0.166***    6.39
dum03 0.151***    8.74
dum04 0.087***    5.24
dum11 − 0.182***  − 7.18
dum12 0.168***    7.98

sd13*dum11 − 0.388*** − 11.42
dum0812+dum1209 − 0.303*** − 7.61

Adjustment R-square 0.974
B-G LM test 1.074(0.3)

추정기간 2008/01-2019/07
 주 : 1)  은 전년도 치패 입식물량, 

 은 1년산 미만 월별 양성물량을 의미함.
     2) dum**은 계절더미변수로 **는 월을 의미하며, sd**은 구조더미변수로 **는 년도를 의미함.

<표 3> 1년산 미만 양성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0.505*  1.67

log(
 ) 0.071**  2.11

log(
 ) 0.893*** 28.21

log(
 ) − 0.027  − 1.55

sd12*dum11 0.244***  8.40
dum1209 − 0.270***  − 4.02

dum08+dum09+dum10 − 0.046***  − 3.00
Adjustment R-square 0.932

B-G LM test 0.265(0.607)
추정기간 2009/01-2019/07

주 : 
 은 1년산 월별 출하량,  

 은 1년산 월별 양성물량을 의미함.

<표 4> 1년산 양성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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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물량(
 )에서 1년산(

 )으로 성장한 양성물량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덧붙여, 월별 계

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계절 더미변수를 반영하였고, 11월과 12월에 계절성이 존재하였으며, 3월
과 4월도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추정에서는 SD13*DUM11과 DUM0812+DUM1209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자기상관 문제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성이 비슷한 더미변수는 서로 더하여 

자유도를 높였다.

2) 1년산 양성물량

전기 1년산 양성물량(  
 )의 파라미터 값은 0.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함수

형태가 log-log 형태이므로 전기의 양성물량이 1% 증가하면 금기의 양성물량은 0.89%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1에 근접해야 하는데, 이는 폐사물량(
 )과 1년산(  

 )에서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0.062    0.66

log(
 ) 0.826***   28.81

log() 0.166***    6.39
dum03 0.151***    8.74
dum04 0.087***    5.24
dum11 − 0.182***  − 7.18
dum12 0.168***    7.98

sd13*dum11 − 0.388*** − 11.42
dum0812+dum1209 − 0.303*** − 7.61

Adjustment R-square 0.974
B-G LM test 1.074(0.3)

추정기간 2008/01-2019/07
 주 : 1)  은 전년도 치패 입식물량, 

 은 1년산 미만 월별 양성물량을 의미함.
     2) dum**은 계절더미변수로 **는 월을 의미하며, sd**은 구조더미변수로 **는 년도를 의미함.

<표 3> 1년산 미만 양성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0.505*  1.67

log(
 ) 0.071**  2.11

log(
 ) 0.893*** 28.21

log(
 ) − 0.027  − 1.55

sd12*dum11 0.244***  8.40
dum1209 − 0.270***  − 4.02

dum08+dum09+dum10 − 0.046***  − 3.00
Adjustment R-square 0.932

B-G LM test 0.265(0.607)
추정기간 2009/01-2019/07

주 : 
 은 1년산 월별 출하량,  

 은 1년산 월별 양성물량을 의미함.

<표 4> 1년산 양성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2년산(
 )으로 성장한 양성물량 변수와 1년산 출하물량(

 )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

기의 1년산 미만 양성물량(  
 ) 변수의 파라미터 값은 0.071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표 4> 참고).
결과적으로 1년산 미만에서 1년산으로 성장한 양성물량 변수가 1년산 양성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금기의 출하물량(
 )의 파라미터 값은 -0.027로 추정되었다. 또한 월별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계절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8월, 9월, 10월에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성이 비슷한 이들 변수를 서로 더하여 자유도를 높였다. 11월 계절 더미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2년 구조더미(2012년 이전은 0, 이후는 1)
에 11월 계절 더미를 곱한 변수(SD12*DUM11)를 추가하였다.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3) 2년산 양성물량

전기 2년산 양성물량(  
 )은 파라미터 값이 0.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전기의 

1년산 양성물량(  
 ) 변수의 파라미터 값은 0.012로 추정되었고 부호는 양(+)으로 이론에 맞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또한 월별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계절 더미변수를 반

영하였는데, 분석 결과, 9월, 10월, 11월에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모형의 예측력

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과 12월, 2019년 9월은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표 5> 참고).

4) 3년산 양성물량

전기 3년산 양성물량( ) 파라미터 값은 0.95, 금기의 출하물량( )은 –0.189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추정되었다. 반면 전기의 2년산 양성물량( )변수의 파라미터 값은 0.047로, 부호는 양(+)으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0.961**  2.07

log(
 ) 0.012  0.27

log(
 ) 0.928*** 22.48

log(
 ) − 0.073**  − 2.07

dum09 − 0.103***  − 2.75
dum10 − 0.189*** − 4.59
dum11 0.990*** 21.99

dum1811-dum1812 0.767***  9.47
dum1209 − 0.412*** − 3.67

Adjustment R-square 0.908
B-G LM test 1.247(0.264)

추정기간 2008/01-2019/07
주 : 

 은 2년산 월별 출하량,  
 은 2년산 월별 양성물량을 의미함.

<표 5> 2년산 양성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62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한석호ㆍ장희수ㆍ허수진ㆍ이남수

로 이론에 맞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계절 더미변수를 반영하였는데, 분석 결과 1월, 11월에 계

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3년 구조더미(2013년 

이전은 0, 이후는 1)인 SD13을 추가하였다. 덧붙여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2013~2015년 11월과 

2014년 6월, 2012년 7월, 2018년 12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DUM1311, DUM1411, DUM1511, 
DUM1406, DUM1207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자기상관 문제를 조정하였고 특성이 비슷한 더미변수는 

서로 더하여 자유도를 높였다(<표 6> 참고).

5) 양성물량 추정결과 종합

추정 결과 전기 양성물량( )의 계수는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M)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

정된 계수(1-속도조정계수())가 매우 크게 추정(0<< 1)되면 조정속도가 매우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기의 양성물량과 전기의 양성물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연산이 늘어날수록 전기 양

성물량의 계수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속도조정계수()가 점차 느려지는 것을 의

미한다.
전복 출하량은 연산이 늘어날수록 출하량 계수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산이 늘어날

수록 양성물량에 출하량의 영향이 커진다는 것으로 양성물량대비 출하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물량 전기 계수(
 ) 당월 출하량(

 )

1년 미만 
 0.82           − 

1년산 
 0.89           − 0.027

2년산 
 0.93           − 0.073

3년산 이상 
 0.95           − 0.189

<표 7> 생육함수(양성물량)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0.640  1.42

log(
 ) 0.047  0.88

log(
 ) 0.952*** 30.70

log(
 ) − 0.189*** −  8.02

dum01 0.125***  2.91
dum11 2.271*** 38.53

dum1311dum1411+dum1511 − 0.727*** −  5.24
dum1406+dum1207 − 0.570*** −  6.21

sd13 0.176***  6.38
Adjustment R-square 0.956

B-G LM test 2.782(0.109)
추정기간 2008/01-2019/07

주: 
 은 3년산 월별 출하량,  

 은 3년산 월별 양성물량을 의미함

<표 6> 3년산 양성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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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론에 맞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계절 더미변수를 반영하였는데, 분석 결과 1월, 11월에 계

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3년 구조더미(2013년 

이전은 0, 이후는 1)인 SD13을 추가하였다. 덧붙여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2013~2015년 11월과 

2014년 6월, 2012년 7월, 2018년 12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DUM1311, DUM1411, DUM1511, 
DUM1406, DUM1207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자기상관 문제를 조정하였고 특성이 비슷한 더미변수는 

서로 더하여 자유도를 높였다(<표 6> 참고).

5) 양성물량 추정결과 종합

추정 결과 전기 양성물량( )의 계수는 Nerlove의 부분조정모형(PAM)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

정된 계수(1-속도조정계수())가 매우 크게 추정(0<< 1)되면 조정속도가 매우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기의 양성물량과 전기의 양성물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연산이 늘어날수록 전기 양

성물량의 계수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속도조정계수()가 점차 느려지는 것을 의

미한다.
전복 출하량은 연산이 늘어날수록 출하량 계수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산이 늘어날

수록 양성물량에 출하량의 영향이 커진다는 것으로 양성물량대비 출하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물량 전기 계수(
 ) 당월 출하량(

 )

1년 미만 
 0.82           − 

1년산 
 0.89           − 0.027

2년산 
 0.93           − 0.073

3년산 이상 
 0.95           − 0.189

<표 7> 생육함수(양성물량)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0.640  1.42

log(
 ) 0.047  0.88

log(
 ) 0.952*** 30.70

log(
 ) − 0.189*** −  8.02

dum01 0.125***  2.91
dum11 2.271*** 38.53

dum1311dum1411+dum1511 − 0.727*** −  5.24
dum1406+dum1207 − 0.570*** −  6.21

sd13 0.176***  6.38
Adjustment R-square 0.956

B-G LM test 2.782(0.109)
추정기간 2008/01-2019/07

주: 
 은 3년산 월별 출하량,  

 은 3년산 월별 양성물량을 의미함

<표 6> 3년산 양성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3. 연산별 출하물량

전복 출하량은 연산별로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연산별 전복 출하량은 출하가능 

물량(전기 양성물량)과 미래가격(전기 산지가격 또는 약 3개월 평균의 산지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즉 어가의 의사결정 과정은 출하가능 물량(양성물량)과 미래의 판매금액으로부터 산출된다. 
여기서 미래의 판매금액은 Cagon의 적응적 기대가설을 이용하여 전기 산지가격을 사용하였다. 또

한, 연산별 출하물량의 합은 총 출하물량이 된다. 다만 현재 출하량 데이터의 단위가 톤 기준으로 8마
리 이하, 9~11마리, 12~15마리, 16~20마리, 21마리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어, 연산별 기준(1년 미만, 1
년산, 2년산, 3년산 이상)으로 다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하량 데이터를 연산별 기준

(1년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으로 다시 환산하여 추정5)하였다.

1) 1년산 출하물량

전기의 1년산 미만 양성물량( )의 탄력성은 0.22, 1년산 양성물량( )의 탄력성은 2.12로 추

정되었고 전기가격의 탄력성은 0.47로 추정되었다. 추정함수가 log-log모형으로 추정된 파라미터 값이 

5) 전복 출하량의 데이터 단위가 톤으로 구축되어 있고, 양성물량은 만 마리로 구축되어 출하물량 추정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출하 마릿수와 마리당 출하물량으로 구축하여 출하 마릿수를 예측하여야 추정오류를 낮출 
수 있으며, 경제학 이론에도 부합한다.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 25.304*** − 4.12

log(
 ) 0.221  1.09

log(
 ) 2.124***  8.79

log(@movav(), 3) 0.474*  1.79
dum02 − 0.429***  − 3.80
dum03 0.267***  2.90
dum04 0.608***  6.23
dum05 0.731***  7.33
dum06 0.963***  8.89
dum07 1.319*** 12.84
dum08 1.226*** 10.85
dum09 0.954***  8.26
dum10 0.760***  6.14
dum12 − 0.656***  − 5.04

dum1506 − 0.487***  − 2.72
dum1511+dum1512 0.660***  4.79
dum1602+dum1702 0.570***  3.90

dum1711+dum1712-dum1710 0.506***  4.82
Adjustment R-square 0.907

Durbin Watson 1.546
추정기간 2008/01-2019/07

주 : 은 월별 산지가격을 의미하며, @movav(,3)은 전년 산지가격의 3개년 이동평균을 의미함.

<표 8> 1년산 출하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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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다. 추정에 있어서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하여 계절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완화하였다. 계절 더

미변수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계절 더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 

추정에 포함하였다(<표 8> 참고). 

2) 2년산 출하물량

전기의 1년산 양성물량( ) 탄력성은 2.32, 1년산 양성물량( )은 0.33으로 추정되었고, 전기

가격 탄력성은 0.20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추정 시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하여 계절 더미변수를 사용하

여 완화하였다. 계절 더미변수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절 더미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추정에 포함하였다(<표 9> 참고).

3) 3년산 이상 출하물량

전기의 2년산 양성물량( )의 탄력성은 0.81, 3년산 양성물량( )의 탄력성은 0.27로 추정되

었으며, 전기가격의 탄력성은 0.04로 추정되었다. 추정에 있어서 극심한 up & down 현상이 발생하여 

계절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완화하였다. 계절 더미변수는 2월, 3월, 4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절 더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추정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8년 구조 더미를 추가하였다(<표 

10> 참고).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 24.415*** − 4.57

log(
 ) 2.324*** 9.14

log(
 ) 0.331*** 3.59

log(@movav(), 3) 0.200 0.86
dum02 − 0.182** − 2.42
dum03 0.280*** 3.39
dum04 0.357*** 4.28
dum05 0.574*** 6.09
dum06 0.540*** 4.99
dum07 1.027*** 8.34
dum08 1.086*** 7.70
dum09 0.830*** 2.57
dum10 0.656*** 4.10
dum11 0.954*** 5.86
dum12 − 0.297*** − 3.37

dum1903 − 0.390*** − 2.86
dum1806+dum1810 0.379*** 3.67
dum1508+dum1507 − 0.469*** − 4.70

Adjustment R-square 0.891
Durbin Watson 2.231

추정기간 2008/01-2019/07

<표 9> 2년산 출하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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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다. 추정에 있어서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하여 계절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완화하였다. 계절 더

미변수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계절 더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 

추정에 포함하였다(<표 8> 참고). 

2) 2년산 출하물량

전기의 1년산 양성물량( ) 탄력성은 2.32, 1년산 양성물량( )은 0.33으로 추정되었고, 전기

가격 탄력성은 0.20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추정 시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하여 계절 더미변수를 사용하

여 완화하였다. 계절 더미변수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절 더미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추정에 포함하였다(<표 9> 참고).

3) 3년산 이상 출하물량

전기의 2년산 양성물량( )의 탄력성은 0.81, 3년산 양성물량( )의 탄력성은 0.27로 추정되

었으며, 전기가격의 탄력성은 0.04로 추정되었다. 추정에 있어서 극심한 up & down 현상이 발생하여 

계절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완화하였다. 계절 더미변수는 2월, 3월, 4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절 더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추정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8년 구조 더미를 추가하였다(<표 

10> 참고).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 24.415*** − 4.57

log(
 ) 2.324*** 9.14

log(
 ) 0.331*** 3.59

log(@movav(), 3) 0.200 0.86
dum02 − 0.182** − 2.42
dum03 0.280*** 3.39
dum04 0.357*** 4.28
dum05 0.574*** 6.09
dum06 0.540*** 4.99
dum07 1.027*** 8.34
dum08 1.086*** 7.70
dum09 0.830*** 2.57
dum10 0.656*** 4.10
dum11 0.954*** 5.86
dum12 − 0.297*** − 3.37

dum1903 − 0.390*** − 2.86
dum1806+dum1810 0.379*** 3.67
dum1508+dum1507 − 0.469*** − 4.70

Adjustment R-square 0.891
Durbin Watson 2.231

추정기간 2008/01-2019/07

<표 9> 2년산 출하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4) 출하물량 추정결과 종합

추정 결과 산지가격의 계수는 모두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고 연산이 늘어날수록 점차 작아지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연산이 늘어날수록 어가의 경제학적 요인변수인 기대가격이 어가 출하의향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년산 미만에서는 계수가 0.20~0.47의 영향을 받아 현재 

시점에서 출하할지 조금 더 양성한 후 출하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에서는 계수가 0.04로 매우 낮게 추정되어 산지가격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참고). 
전기 양성물량의 탄력성은 연산이 증가하면 더욱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1년산

에서는 전기 1년산 양성물량이 1% 증가(감소)하면 1년산 출하량은 2.12%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되어 탄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추정된 전기 양성물량의 반응은 기대가격의 상대적 계수 

크기와도 상관이 있다. 다만, 전기 전년산 양성물량의 추정 계수는 2년산 이상부터 전기 양성물량의 

계수보다 크게 추정되어 통계학적으로도 전기 양성물량 추정 계수보다 유의하게 추정되어 데이터 측

정오류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하물량
전기 양성물량

(
 )

전기 전년산 

양성물량(
)

기대가격
()

1년산 
 2.12 0.22 0.47

2년산 
 0.33 2.32 0.20

3년산 이상 
 0.27 0.81 0.04

<표 11> 출하물량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 5.298*** − 3.67

log(
 ) 0.812*** 5.35

log(
 ) 0.272** 2.36

log(@movav(), 3)*sd16 0.039*** 5.61
dum02 − 0.435*** − 4.13
dum03 − 0.525*** − 4.98
dum04 − 0.416*** − 4.08
dum07 0.452*** 4.04
dum08 0.764*** 6.22
dum09 1.318*** 9.68
dum10 1.117*** 7.15
dum11 1.474*** 8.39
sd18 0.570*** 5.47

dum1906 0.656** 2.60
dum1502+dum1503 0.765*** 4.04

Adjustment R-square 0.841
Durbin Watson 1.811

추정기간 2008/01-2019/07

<표 10> 3년산 출하물량( ) 결정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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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가격(역수요 함수)

추정 결과 대표 산지가격인 kg당 10마리 크기의 산지가격에 대한 전체 공급량의 가격 신축성 계수

(역수요 함수)는 0.35로 추정되어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금기의 공급량이 1% 증가(감
소)하면 산지가격이 0.35% 하락(상승)함을 의미한다(<표 12> 참고). 

5. 예측력 검정

지금까지 구축한 전복 수급모형을 Theil의 불평등 계수(Theil's coefficient of inequality)를 이용하여 

예측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Theil의 불평등 계수는 통계적 예측 평가치(statistical forecasting 
evaluators)로 자주 사용되는데, Theil 자신이 동일한 이름 하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사용한 두 가지 

수식을 제안함으로써 학계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는 계수이다. 두 계수 모두 불평등 계수(coefficient of 
inequality)로 명칭하고 “U”라는 기호로 표시되며,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Economic Policy and Forecast” 학회지에서는 U1을 제안하였고 “Applied Economic Forecasting“ 학회

지에서는 U2를 제안하였다.
U1과 U2의 공식적인 차이는 분모에 있는 Ft 항의 존재 여부에 있고, Ft 항의 존재는 U1을 0과 1 

사이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U2에서 Ft 항이 부재하여 U2에서는 유한한 상한선이 없다. 여기서는 

U가 0에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Ahlburg, D.,1984).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Constant 13.105 69.12

log(
 

 
 

 
 ) − 0.345*** − 11.99

dum02 − 0.179***  − 6.88
dum03 − 0.103***  − 4.03
dum04 − 0.101***  − 4.48
dum05 − 0.096***  − 4.34
dum06 − 0.107***  − 4.88
sd14 0.080***  3.69
sd15 − 0.086***  − 3.38

dum1506+dum1510+dum1511+dum1512 − 0.166***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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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1502 0.194***  3.28
dum1903 − 0.079  − 1.35

Adjustment R-square 0.891
Durbin Watson 2.231

추정기간 2008/01-2019/07

주  : 
 

 
 은 전체 출하량, 는 월별 수출량, 

 은 활전복 수입량, 
 는 가공 및 기타 전복 수입량을 의미함.

<표 12> 산지가격( ) 결정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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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가격(역수요 함수)

추정 결과 대표 산지가격인 kg당 10마리 크기의 산지가격에 대한 전체 공급량의 가격 신축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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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로 명칭하고 “U”라는 기호로 표시되며,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Economic Policy and Forecast” 학회지에서는 U1을 제안하였고 “Applied Economic Forecasting“ 학회

지에서는 U2를 제안하였다.
U1과 U2의 공식적인 차이는 분모에 있는 Ft 항의 존재 여부에 있고, Ft 항의 존재는 U1을 0과 1 

사이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U2에서 Ft 항이 부재하여 U2에서는 유한한 상한선이 없다. 여기서는 

U가 0에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Ahlburg, D.,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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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heil 불평등 계수 U1을 사용하여 추정기간 전체와 최근 3년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경제적 이론 및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정기간 전체의 예측력을 판단하고 추정된 

모형의 최근 3년간 예측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추정된 모형의 예측력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예측변수 모두 매우 낮게 추정되어 예측력이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예측력은 추정기간 전체의 예측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치패 

입식물량(), 1년생 양성물량( )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예측력이 추정기간 전체의 예측력보다 다

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3> 참고).

Ⅳ. 결  론

전복 양식산업은 양식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초창기의 채롱식이나 육상수조식 등의 양식 방법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해상가

두리 방법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전복 생산량이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성물량 적체, 감염병 

발생 및 소비 부진 등 대내외적 문제를 겪으면서 다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교한 전복 수급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신뢰성 있는 전망치를 도출

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의 경영 및 정부의 정책수립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는 4개(치패 입식량, 양성물량, 출하량, 산지가격), 세부적으로는 총 9개(치패 입

식량, 1년 미만~3년 이상 양성물량, 1년산~3년 이상 출하량, 산지가격)의 개별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개
별 모형에 대한 주요 추정 결과와 예측력 검정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수명 변수설명
Theil U1

추정기간 전체 최근 3년

 치패입식물량 0.011 0.014


 1년미만 양성물량 0.007 0.005


 1년 양성물량 0.006 0.008


 2년 양성물량 0.014 0.008


 3년 이상 양성물량 0.028 0.022


 1년산 출하물량 0.056 0.013


 2년산 출하물량 0.050 0.008


 3년이상 출하물량 0.031 0.021

 산지가격(kg당 10마리) 0.007 0.002
주 : 최근 3년은 2017~2019년임.

<표 13> 모형예측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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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호ㆍ장희수ㆍ허수진ㆍ이남수

우선 전복 치패 입식물량은 지역 구분은 없으나 입식 시기를 2개로 나눠서 추정했으며, 그 결과 전

기 입식물량의 계수가 0.82로 추정되었다. 이는 해당 연도와 전년의 치패 입식물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복 양식업은 면허 및 면적이 제한적이며 치패 입식 이후 장기간 양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치패 입식물량의 예측력 검정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에 대한 예측력은 Theil 불평등계

수가 0.014로 나타나 예측력이 높았으며, 조재환 외(2016) 연구 결과에 비해서도 예측력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복 양성물량은 1년산 미만부터 3년산 이상까지 총 4개의 방정식을 추정하였는데, 연산이 

늘어날수록 전기 양성물량의 계수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양성물량에 출하량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복 출하량은 산지가격의 계수가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산이 늘

어날수록 추정 계수가 작아져 경제학적 요인변수인 기대가격이 전복 생산자의 출하의향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 양성물량의 탄력성도 연산이 늘어가면서 더욱 비탄력적으로 계측

되었는데, 기대가격의 상대적 계수 크기와도 상관이 있다. 또한 가격 신축성 계수는 0.35로 추정되어 

비탄력적으로 판단되었다. 예측력은 전체 방정식의 Theil 불평등 계수가 낮게 나타나 예측력이 높았는

데, 다만 3년산 이상은 다른 연산의 양성물량에 비해 예측력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폐사량 등이 반영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복 출하물량은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의 3가지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산지가격

의 계수는 모두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산이 늘어날수록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가의 기대가격이 출하량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성물

량에 대한 탄력성도 연산이 늘어날수록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정 결과는 2년산 출하

물량의 Theil 불평등 계수가 0.008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1년산 출하물량이 0.013, 3년산 이상 출

하물량이 0.02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지가격은 kg당 10마리 기준 가격을 대표중량 가격으로 선정하여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체 공급량의 가격 신축성계수는 0.35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3년에 대한 예측력 검

정 결과는 0.002로 전체 방정식 중 Theil 불평등 계수 값이 가장 작아 예측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 수급모형은 2014년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전복 수급모형보다 정교한 모형 구축을 위해 전복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태적 생태방정

식모형(DEEM) 체계로 구축하였으며, 축차모형(RM)을 이용하여 기존 시계열분석 모형보다는 경제학

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SEM)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대내외적 여건 변

화에 따른 수급변동 예측이 가능하며, 이슈 발생으로 인한 수급 변동에 대해 생산자, 유통업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었던 모형보다 예측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중률이 높은 전망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품목의 모형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개선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

을 강화해야 한다. 모형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 설계부터 다양한 정책변수가 고려

되어야 하며,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한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을 탑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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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복 치패 입식물량은 지역 구분은 없으나 입식 시기를 2개로 나눠서 추정했으며, 그 결과 전

기 입식물량의 계수가 0.82로 추정되었다. 이는 해당 연도와 전년의 치패 입식물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복 양식업은 면허 및 면적이 제한적이며 치패 입식 이후 장기간 양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치패 입식물량의 예측력 검정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에 대한 예측력은 Theil 불평등계

수가 0.014로 나타나 예측력이 높았으며, 조재환 외(2016) 연구 결과에 비해서도 예측력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복 양성물량은 1년산 미만부터 3년산 이상까지 총 4개의 방정식을 추정하였는데, 연산이 

늘어날수록 전기 양성물량의 계수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양성물량에 출하량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복 출하량은 산지가격의 계수가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산이 늘

어날수록 추정 계수가 작아져 경제학적 요인변수인 기대가격이 전복 생산자의 출하의향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 양성물량의 탄력성도 연산이 늘어가면서 더욱 비탄력적으로 계측

되었는데, 기대가격의 상대적 계수 크기와도 상관이 있다. 또한 가격 신축성 계수는 0.35로 추정되어 

비탄력적으로 판단되었다. 예측력은 전체 방정식의 Theil 불평등 계수가 낮게 나타나 예측력이 높았는

데, 다만 3년산 이상은 다른 연산의 양성물량에 비해 예측력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폐사량 등이 반영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복 출하물량은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의 3가지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산지가격

의 계수는 모두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산이 늘어날수록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가의 기대가격이 출하량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성물

량에 대한 탄력성도 연산이 늘어날수록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정 결과는 2년산 출하

물량의 Theil 불평등 계수가 0.008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1년산 출하물량이 0.013, 3년산 이상 출

하물량이 0.02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지가격은 kg당 10마리 기준 가격을 대표중량 가격으로 선정하여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체 공급량의 가격 신축성계수는 0.35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3년에 대한 예측력 검

정 결과는 0.002로 전체 방정식 중 Theil 불평등 계수 값이 가장 작아 예측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 수급모형은 2014년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전복 수급모형보다 정교한 모형 구축을 위해 전복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태적 생태방정

식모형(DEEM) 체계로 구축하였으며, 축차모형(RM)을 이용하여 기존 시계열분석 모형보다는 경제학

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SEM)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대내외적 여건 변

화에 따른 수급변동 예측이 가능하며, 이슈 발생으로 인한 수급 변동에 대해 생산자, 유통업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었던 모형보다 예측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중률이 높은 전망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품목의 모형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개선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

을 강화해야 한다. 모형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 설계부터 다양한 정책변수가 고려

되어야 하며,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한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을 탑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과 정교한 전망치를 산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

대적으로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은 고려되지 않았다. 가장 이상적인 모형은 전망치 산출과 정책 시뮬

레이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와 방정식 체계를 갖추는 것이므로(이헌동 외, 2019), 향후에는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기초 통계 DB 구축이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수급 구조에 따른 이상적인 방정식 구조

를 설명하였으나, Ⅲ장의 실제 추정에서는 경영비, 폐사량 등의 데이터 부재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다 정합성 높은 모형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에서 양식 품종별 

경영비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비는 생산자들의 향후 입식 의향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양식수산물 품종별 경영비 조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폐사량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양성물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현행 수산관측 조사 체계를 활용한다면 전복 폐사량 데이터는 조사 및 DB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반영한 모형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된 모형 구축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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