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소비 대체 양식어종 간의 가격 인과성과
변동성 전이에 관한 연구†

강  석  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The Causality and Volatility Spillover between Farming fish

Species in Consumption Replacement Relation

Seok-Kyu Ka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si, 63243,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ausality and volatility spillover between farming fish species in consumption

replacement relation using flatfish(oliver flounder) and rockfish’s wholesale market price data from

September 2006 to July 2015. For the analysis, VAR(5) model and bivariate asymmetric GARCH-BEKK

model are employ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ce volatility of flatfish and

rockfish is very large without the trend during the sample period. Seco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latfish and rockfish wholesale markets has positive 0.1059 value. Third, causality relation is unidirectional

from rockfish market to flatfish market. Fourth, conditional volatility spillover effect is unidirectional from

rockfish market to flatfish market, but asymmetric volatility effect is bidirectional between flatfish and

rockfish markets that implies the bad news arising from flatfish wholesale market impact on rockfish

market’s volatility and the bad news arising from rockfish wholesale market impact on flatfish market’s

volaltilty. Consequently, based on the thus results,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interacts and is bidirectional

between flatfish and rockfish wholesal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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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 구 는 VAR모 형 과 이 변 량 비 대 칭

GARCH-BEKK모형을 이용하여 소비 대체관계

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넙치와

우럭 가격 간의 인과성과 변동성 전이현상을 검

토하는데 있다. 

소비 대체 상품이란 한 상품의 가격하락(상승)

이 다른 상품의 수요감소(증가)를 초래하는 관계

에 있는 두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유사한 효

용을 얻을 수 있는 커피와 홍차는 대체가능하며,

이러한 대체관계로 인해 커피의 가격이 내릴 때

커피의 수요는 증가하고 홍차의 수요는 감소한

다. 이러한 소비 대체관계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효용을 제공하는 수산물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최근 정부는 2014년 3월 11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하 민감 품목)에 대하여 해

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 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 간의 높은 소비 대체관계는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직접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

는 민감 품목 뿐만 아니라 민감 품목의 가격하락

으로 인해 대체 수산물품목의 수요가 급격히 줄

어들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대체수산물 품목

의 피해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넙치와 우럭 양식어종을 대상으로 수산물에도

소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

대체관계에 있는 한 어종의 가격변동성(가격하

락 또는 상승)이 다른 어종의 가격변동성(가격

하락 또는 상승)에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탐색하

여 민감 품목의 가격하락이 대체 수산물 품목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지금까지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인

과성 검정은 대부분 유통단계별 인과성 검정을

위주로 진행되었고(Kang and Lee, 1998; Lee and

Kim, 2010; Park and Woo, 2014; Kim and Nam,

2015), 또한 시장 간 변동성 전이효과연구는 금

융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한 시장의

가격행태로부터 정보를 추론하기 때문에 한 시

장의 충격적 사건은 다른 관련시장의 가격행태

에 영향을 미친다는 King-Wadhwani(1990)의 전

염모형(contagion model)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다(Kang, 2002; Kang and Yoon; 2011, Kang,

2013). 따라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

구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수산경영 문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담당

자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소

비 대체 품목간의 인과성과 변동성 전이과정을

탐색하고 있어 학문적 담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감 품목의 가격변동성이 대체 품목의 가격변

동성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정책담당자에게 민감 품목 산정 기준에 대한 새

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표본자료 및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 9

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제

공하고 있는 마리당 400∼500g 중량을 지닌 하

남도매시장의 kg당 월별 넙치(flatfish)와 우럭

(rockfish) 가격자료를 이용한다. 하남도매시장

은 유사도매시장 중 물량이 가장 많은 시장으로

서 도매시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Fig. 1은 표본기간 동안의 넙치와 우럭의

가격시계열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본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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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두 어종 모두 가격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두 어종의 가격자료는 다음 식

(1)과 같이 가격변화율로 변환하여 인과성과 변

동성 전이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Rt〓ln(Pt/Pt－1) (1) 

여기서 Rt는 각 어종의 t시점의 가격변화율을

나타낸다. 

Ⅲ. 연구방법론

1. 인과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두 양식어종 도매시장 간의 인

과관계 검정은 식 (2), (3)과 같은 VAR모형에 의

해 검토한다. 여기서 FRt과 RRt는 각각 t시점에

서 넙치와 우럭의 가격변화율을 의미한다. 

FRt〓a1 +  
p

∑
i〓1

d1iFRt－i +  
p

∑
i〓1

g1iRRt－i + e1,t (2)

RRt〓a2 +  
p

∑
i〓1

d2iRRt－i +  
p

∑
i〓1

g2iFRt－i + e2,t (3)

각 어종시장 간의 인과관계는 식 (2)와 (3)에서

계수 제약을 통해 검정한다. 우럭도매시장에서

부터 넙치도매시장으로의 인과관계는 식 (2)에

서 넙치도매시장에 대한 우럭도매시장의 가격

변화율 전이 계수(g1i) 모두가 0과 같다고 제약

(∀g1i〓0)함으로써 검정된다. 만약 우럭도매시

장의 변화에 대해 넙치도매시장이 반응한다면,

우럭도매시장의 가격변화율 전이계수는 0과 다

를 것이다. 한편 넙치도매시장에서부터 우럭도

매시장으로의 인과관계는 식 (3)에서 우럭도매

시장에 대한 넙치도매시장의 가격변화율 전이

계수(g2i) 모두가 0과 같다고 제약(∀g2i〓0)함으

로써 검정된다. 만약 넙치도매시장의 변화에 대

해 우럭도매시장이 반응한다면, 넙치도매시장

의 가격변화율 전이계수는 0과 다를 것이다. 비

제약모형과 제약모형간의 차이 검정은 Wald검

정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 식

(2)와 (3)에서 p시차의 결정은 식 (4)의 AIC 정보

기준을 이용한다. 

2k
AIC〓log(ŝe

2) + 
___

(4)
T

여기서 ŝe
2는 오차항의 분산 추정값을, T는 관

찰치의 수, k는 추정할 모수의 수를 나타낸다.

2. 변동성의 전이효과 검정

본 연구에서는 Kang(2013)의 연구방법과 마찬

가지로 Kroner-Ng(1998)의 비대칭 동태적 공분

산행렬을 지닌 이변량 비대칭 GARCH-BEKK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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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wholesale prices series of flatfish and rock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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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가지고 변동성 전이효과를 검정한다. 이변

량 비대칭 GARCH-BEKK모형의 장점은 기존의

모형과 달리 동적인 상관관계 구조에 대한 특별

한 가정이 없고 변동성과 공분산에 대한 비대칭

적 효과를 측정하는 동시에 양시장간의 변동성

전이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5), (6)과 같이 이변량 비대

칭 GARCH-BEKK모형을 이용한다. 

et〓(e1,t e2,t)′| It－1∼N(0, Ht) (5) 

H〓C′C′+ A′et－1 e′t－1A + B′Ht－1B + G′∑t－1G

(6)

식 (5)에서 무자기상관 오차항 e1,t와 e2,t는 식

(2)와 (3)에 의해 생성되며, It－1은 t－1 시점의 정

보집합이라 할 수 있다. Ht는 조건부분산 및 공

분산 행렬식을 의미한다. 식 (6)을 추정계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식 (7)과 같다. 

h11, t h12, t c11 c12 c11 c12
Ht〓[ ]〓[ ] [ ]h21, t h22, t 0 c22 0 c22

a11 a12 e 2
1, t－1 e1, t－1 e2, t－1 a11 a12

+ [ ]′[ ] [ ]a21 a22 e2, t－1 e1, t－1 e 2
2, t－1 a21 a22

b11 b12 h11, t－1 h12, t－1 b11 b12
+ [ ]′[ ] [ ]b21 b22 h21, t－1 h22, t－1 b21 b22

d11 d12 h2
1, t－1 h1, t－1h2, t－1 d11 d12

+ [ ]′[ ] [ ]d21 d22 h2, t－1h2, t－1 h2
2, t－1 d21 d22

(7)

여기서 추정할 모수는 모든 i, j〓1, 2에 대한 cij,

aij, bij, dij이며, 첨자 1은 넙치도매시장, 첨자 2는

우럭도매시장을 의미한다. h1, t과 h2, t는 각각 [0,

e1, t]와 min[0, e2, t]으로 호재보다 악재 쇼크에 변동

성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변동성 비대칭효과를

잡아내는 Glosten et al.(1993)의 더미 시계열이다. 

식 (7)에서 각 추정되어질 모수의 실증적 의미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체시장 간 추정모수의

실증적의미를 살펴보면, a2
11와 a2

22는 전월 자체시

장에서 발생한 쇼크가 현재 자체시장의 변동성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모수이며, b2
11와 b2

22

는 전월 발생한 자체시장의 변동성이 현재 자체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자체

시장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측정하는 모수이고,

d2
11과 d2

22는 전월 발생한 자체시장의 호재보다

악재가 현재 자체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 즉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하는 변동성 비대칭효과를 측정하는 모수로 자

체시장의 변동성 비대칭효과를 측정하는 모수

이다. 다음으로 교차시장 간의 추정 모수의 실증

적 의미를 살펴보면, a2
12(a

2
21)는 넙치(우럭)시장에

서 발생한 전월의 쇼크가 현재 우럭(넙치)시장

의 조건부 변동성에 미치는 교차시장 간 쇼크의

전이효과를 측정하는 모수이며, b2
12(b

2
21)는 전월

넙치(우럭)시장의 변동성이 현재 우럭(넙치)시

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수로

서 교차시장 간 변동성의 전이효과를 나타낸다.

d 2
12(d

2
21)는 전월 넙치(우럭)시장에서 발생한 호재

(가격상승)보다 악재(가격하락) 쇼크에 대한 현

재 우럭(넙치)시장의 변동성 반응을 측정하는

모수로, 교차시장 간 변동성의 비대칭효과를 측

정하게 한다. 교차시장 간 변동성의 비대칭효과

가 발견된다면, 한 시장의 변동성이 전월 교차시

장의 호재(가격상승)보다 악재(가격하락)에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의 편의상 a2
ij, b

2
ij, d

2
ij 등의 계수 값이 아닌

aij, bij, dij의 계수 값을 추정한다. 따라서 추정 계

수 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통계적 유의성으로 앞

에서 설명한 추정계수의 실증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Engle-Kroner(1995)와 Kroner-Ng(1998)가 언급한

바와 같이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모수의 추정을

위하여 식 (8)의 최대우도방법을 이용하며, 또한

모수의추정에는 BFGS 알고리즘이사용된다. 

T 1
L(q)〓－__

ln(2p)－__ T

∑
t〓1

(ln |Ht | + e′tHt
－1et)(8)

2 2

여기서 T는 관찰치이며, q는 추정되어질 모수

의 벡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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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Table 1은 표본기간 동안 넙치(flatfish)와 우럭

(rockfish) 도매시장의 가격 및 가격변화율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표

준편차, 왜도, 첨도, Jarque-Bera의 정규성, 계열

상관, 상관계수 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본

기간 동안 넙치와 우럭의 월별평균가격은 각각

10,030원과 10,317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넙치와

우럭의 평균 가격변화율은 각각 －0.1%와 0.2%

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변화율의 표준편차는 각

각 8.0%와 7.9%를 보여주고 있어 Fig. 2와 같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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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ote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level and 5% level

Price Price change rate

Flouder Rockfish Flouder Rockfish

Mean

Std. Dev.

Skewness

Kurtosis

Jarque-Bera

[Probability]

Correlation

Q(36)

Q2(6)

Observation

10,029.93

1371.25  

0.323 

2.311  

3.972 

[0.14] 

10,316.77 

1793.31 

0.163  

2.109 

4.013

[0.13] 

－0.001 

0.080  

0.028  

5.366  

24.730  

[0.00]  

53.434**

11.448*

0.002  

0.079 

－0.349 

5.590 

31.779 

[0.00] 

53.699**

5.239

–
–
–
107 106

0.1059

Fig. 2. The price change rate series of flatfish and rockfish in wholesa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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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와 우럭시장의 가격변화율 분포는 Jarque-

Bera(1980)의 정규성 검정에서 기각하고 있으며,

왜도와 첨도 값을 볼 때 중앙이 급첨하고 정규분

포보다 두터운 꼬리를 가진 행태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넙치와 우럭시장의 상관관계는 양의

값인 0.1059로 측정되고 있다. 

한편 두 어종의 가격변화율의 계열상관이 존

재하는지를 검정하는 Ljung-Box의 Q(36)통계량

을 보면, 넙치와 우럭 양 어종에서 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이하의 통계

적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넙치와 우럭의 가격

변화율 시계열이 선형종속적임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가격변화율 자승의 계열상관 검정결과

를 나타내는 Q2(6)통계량을 보면, 넙치의 경우

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여 비선형 종속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선형 종속성은 조건부 이분산성 즉 작은 폭의

변동성 다음에 작은 폭의 변동성이 발생하고 큰

폭의 변동성 다음에는 큰 폭의 변동성이 발생하

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AR(1)과정을 통

한 선형종속성의 조정과 조건부 이분산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인과관계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인과관계 검정은 AIC 기준에 의

해 5시차를 지닌 VAR(5)모형으로 검정하였다.

Table 2는 VAR(5)모형에 의해 추정된 인과관계

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넙치도매시장과 우럭도매시장 간의 인과관계

를 살펴보면, 넙치도매시장에 대한 우럭시장의

수익률 전이 계수(g1i) 모두가 0과 같다고 제약

(∀g1i〓0)한 귀무가설이 통계적으로 10% 이하

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하게 기각되어 우럭도

매시장에서부터 넙치시장으로의 인과방향이 관

찰되고 있다. 그러나 우럭도매시장에 대한 넙치

도매시장의 가격변화율 전이 계수(g2i) 모두가 0

과 같다고 제약(∀g2i〓0)한 귀무가설은 유의하

게 기각되지 않아 넙치도매시장에서 우럭시장

으로의 인과관계는 탐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넙

치도매시장과 우럭도매시장 간의 인과관계는

우럭도매시장에서부터 넙치도매시장으로의 일

방적인 인과방향이 관찰되고 있다. 

3. 시장 간의 변동성 전이과정 분석 결과

Table 3은 넙치도매시장과 우럭도매시장 간의

변동성 전이과정을 나타내며, 변동성의 비대칭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과 고려한 모형을 함

께 제시하였다. (    )은 Newey-West(1987)의 공

분산행렬에 의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조정

한 통계치를 나타낸다. 

우선 시장 간의 변동성 비대칭 효과를 고려하

지 않은 모형의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자체시장의 쇼크 전이효과로

서 전월 자체시장에서 발생한 쇼크가 현재 자체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자체

시장의 쇼크 전이효과를 측정하는 모수 a11와 a22

의 경우 a22만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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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Granger’s causality test

FRt〓a1 +  
p

∑
i〓1

d1iFRt－i +  
p

∑
i〓1

g1iRRt－i + e1, t (2)

RRt〓a2 +  
p

∑
i〓1

d2iRRt－i +  
p

∑
i〓1

g2iFRt－i + e2, t (3)

Hypothesis test statistics Probability

H0 : ∀d1i〓0

H0 : ∀g1i〓0

H0 : ∀d2i〓0

H0 : ∀g2i〓0

8.65

10.31*

8.55

4.74

0.124

0.067

0.128

0.449



값을 지니고 있어 우럭 자체시장의 쇼크 전이효

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교차

시장 간 쇼크의 전이효과로서 넙치(우럭)도매시

장에서 발생한 전월의 쇼크가 현재 우럭(넙치)도

매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에 미치는 교차시장 간

쇼크의 전이효과를 측정하는 모수 a12와 a21중 a12

가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0.2588

로 측정되어 전월 넙치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쇼

크가 우럭도매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체시장의

조건부 변동성 전이효과로서 전월 발생한 자체

시장의 변동성이 현재 자체시장의 변동성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자체시장의 변동성 전이

효과를 측정하는 모수 b11와 b22는 1% 이하의 통

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각각 0.9796과 0.8944로

측정되고 있어 넙치와 우럭도매시장은 자체시

장의 변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차시장 간 조건부 변동성 전이효과로서 넙치

와 우럭도매시장의 교차시장 간 조건부 변동성

전이효과를 나타내는 b12와 b21 계수 역시 1% 이

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각각 0.2663과

－0.2713으로 측정되고 있어 넙치도매시장과 우

럭도매시장 간의 쌍방향적인 변동성 전이효과

가 발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시장 간의 변동성 비대칭 효과를 고

려한 모형의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체시장의 쇼크 전이효과를 측정하는 모수

a11(a22)와 자체시장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측정

하는 모수 b11(b2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지

니지 않았으나, 우럭시장에서 발생한 전월의 변

동성이 넙치의 현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

수 b21 값이 1%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1.0621로 측정되고 있다. 한편 호재(가격상승)보

다 악재(가격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체시

장의 변동성 비대칭효과를 측정하는 d11과 d22중

d22가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0.38860으로 측정되어 우럭도매시장은 자체시

장에서 전월 발생한 호재보다 악재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

시장에서 발생한 전월의 호재보다 악재 쇼크에

대한 현재 다른 시장의 변동성 반응을 측정하는

모수로, 교차시장 간의 변동성 비대칭 효과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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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volatility spillover between flatfish and rockfish wholesale markets

Note : *** indicate significance under 1% level

et〓(e1, t e2, t)′| It－1∼N(0, Ht) (5)

Ht〓C′C + A′et－1 e′t－1A + B′Ht－1B + G′∑ t－1G (6)

Parameter Coefficient t statistic Coefficient t statistic

c11

c21

c22

a11

a12

a21

a22

b11

b12

b21

b22

d11

d12

d21

d22

－0.000000246

－0.000000028

0.000000143

－0.037033694

－0.258832261***

0.022213556

0.320026376***

0.979577577***

0.266275684***

－0.271280254***

0.894361427***

(－0.0001)

(－0.0001)

(0.0001)

(－0.4782)

(－3.0196)

(0.2645)

(3.7995)

(23.8811)

(10.0317)

(－6.7761)

(21.9368)

0.003808449

－0.057833902***

0.033328502***

0.000000054

0.000000012

－0.000000033

－0.000000063

－0.213206631

－0.043454471

1.062085174***

0.211577335

0.027773909

－0.115656556***

－0.073102719***

0.388603852***

(0.1107)

(－7.7719)

(3.2027)

(0.0000)

(0.0000)

(－0.0000)

(－0.0000)

(－0.4123)

(－0.1336)

(8.0189)

(0.4783)

(1.1121)

(－2.5883)

(－2.5852)

(3.1342)

로그우도 248.3059 245.2844



정하는 d12와 d21는 1% 이하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각각 －0.1157과 －0.0731의 값을 지니고 있

다. 이는 전월 넙치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호재

(가격상승)보다 악재(가격하락)에 대해 현재 우

럭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이 11.57% 정도 반응

하며, 이와 동시에 전월 우럭도매시장에서 발생

한 호재(가격상승)보다 악재(가격하락)에 대해

넙치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이 7.31%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넙치도매시

장과 우럭도매시장의 변동성은 서로 다른 시장

의 호재보다 악재에 더욱 크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우럭시장에서 발생한 전월의 변동

성이 넙치의 현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또한 넙치도매시장과 우럭도매시장의 변동

성은 서로 다른 시장의 호재보다 악재에 더욱 크

게 반응하는 시장 간 쌍방향형태의 비대칭 전이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VAR모형과 이변량 비대칭

GARCH-BEKK모형을 이용하여 소비 대체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넙치와 우럭

가격 간의 인과성과 변동성 전이현상을 검토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산업관측센터

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리당 400∼500g 중량을 지

닌 하남시도매시장의 kg당 월별 넙치(flatfish)와

우럭(rockfish) 가격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본기간 동안 추세없이 두 어종 모

두 가격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관계

수는 양의 값으로서 0.1059로 측정되고 있다. 둘

째, 넙치도매시장과 우럭도매시장 간의 인과관

계는 우럭도매시장에서부터 넙치도매시장으로

의 일방적인 인과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럭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전월의 변동성이 넙

치의 현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넙치

도매시장과 우럭도매시장의 변동성은 서로 다

른 시장의 호재(가격상승)보다 악재(가격하락)

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쌍방향형태의 비대칭 전

이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표 양식어종인 넙치와 우럭도매시장 간의 변

동성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양 시

장 간에 가격상승보다는 가격하락에 더욱 큰 영

향을 서로 주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소비 대체관계

에 있는 두 양식어종의 가격변동성 전이효과에

기초해서 볼 때, 자유무역협정으로 초래되는 민

감 품목의 가격하락은 변동성 전이과정을 통해

다른 대체품목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어업인

의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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