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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수 유출 사고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섭취를 통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일본과의 WTO 분쟁 등으로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3년간(2018년~2020년)의 수산물 일별 구매 자료를 수집하여 일본 방사능과 관련한 보도가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시차분포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방사능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된 후 5일째와 6일째 이틀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산물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노출 후 소비자의 인지가 수산물 구매에 반영되는 이월효과를 보여준다.

주제어 : 일본 방사능, 언론보도, 수산물 소비, 다항시차분포모형, 이월효과

Abstrac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water spill caus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March 2011 raised fears about radiation exposure through consumption of radioactively 

contaminated seafood. The Korean government banned im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rom eight prefectures near Fukushima, but the related news were continuously reported partly due 

to the WTO dispute with Japan, which seems to have aggravated consumers' anxiety about seafood. 

In this study, data on daily purchases of products for three years (2018-2020) were collected and 

the effect of Japanese radiation-related news on domestic consumers' purchases of seafood was 

estimated using a polynomial lag distributed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adiation-related new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urchase of seafood on 

the 5th and 6th days after exposure to consumers through the media. It captures the carryover 

effect in which consumers' perceptions are reflected in the purchase of seafood after exposure to 

relate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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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병장수는 온 인류의 오래된 화두이다. 대중매체에서

빈번히 소개되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보조식품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먹거리

에 대한 관심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지리적 특성상 수산물에

대한 조리법과 보관법들의 발달로 이어졌고, 현재에도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

하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주요국 중

1위이다.1) 수산물 소비가 많은 만큼 수산물의 식품 안전

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수 유출 사고가 발생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소비로 인한 방사능 노출 위험과 수산물 

소비량 감소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보도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일본의 WTO 

제소 등으로 관련 이슈는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사능 원전수에 대한 수산물 안전의 위험은 문헌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방사성 물질을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류된 방사능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 

태평양을 오염시켰고 해류에 의해 북반구를 돌아오는 

동안 희석되긴 하였으나 소량의 방사능 원소 입자가 묻

은 미세플랑크톤을 섭취한 해양생물이 오염되었다[8]. 

일본 원전 사고 직후 일본 주변국들은 일본산 농수

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일본이 방사능 유

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일본 후쿠시마 인근 8

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대응 방식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민감하게 만들었으며, 방사성 물질 검출과 

관련한 부정적인 대중매체 보도 역시 소비자의 식품 안

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매한다. 특히 월경성 해양 방사능 물질의 특성과 국가 

구분 없이 이동하는 해양생물의 특징으로 방사능 오염

에 노출된 수산물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식품 안전

1) 조선비즈,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 한국...연근해․원양

어업 생산량은 급감’, 2020.02.07. 보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

2020020603190.html(검색일:2021.12.02.)

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식품 위험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위험요인이 있는 식품을 덜 섭취하는 경향이 있고, 

방사선 조사는 식품 섭취에 대하여 가장 강한 부(-)적 

상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진현정 외

(2012)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수 누출이 국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일 경우나 14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는 늘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방사능 관련 보도와 수산물 대체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다. 허덕 외(2013)은 오염수 누출 관련 보도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그 대체재인 육류 소비가 증가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10]. 조사 결과 관련 보도 이후 

수산물 소비량을 줄인 응답자는 77.5%였으며 이 중 육류

소비량을 늘렸다고 응답한 빈도는 40.1%로 조사되었는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보도된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소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연구로 최경덕 외(2016)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 패널 데이터와 다음포털사

이트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본 원전 사고 관련 SNS

상의 유해 정보가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패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전 사고와 관련

된 SNS상의 유해 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가 줄어들고 돼지고기의 소비가 늘어났다[6]. 이들은 원

전수 누출 사고가 식품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의 수산

물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사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서혁준(2013)은

원자력과 관련하여 부정적 정보를 자주 접할수록 원자

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5].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각종 매체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이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

에 대한 보도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방사능 및 수산물

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접할수록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일본 방사능과 관련한 

기사의 보도가 국내 수산물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 이와 같은 방사능 유출에 대한 보도와 수산물 

소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6], [9], [13])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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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도 이후 구매 감소가 발생하기까지의 시차와 수

산물 구매 감소의 기간 즉, 방사능 보도와 수산물 구매에

대한 이월효과 분석은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방사능 보도가 수산물의 국내 소비를 얼마나 감소

시키는지와 더불어 감소 효과의 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여 식품 소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식품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1) 수산물소비와 시차분포모형

수산물 소비량( )은 주어진 예산 하에서 수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복합재()로 구성된 개인의 효용함

수 U( )를 극대화하는 소비조합 선택의 결과이다. 

이때, 수산물 소비량은 수산물의 수요함수로 나타나는

데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 소비량이 수산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효과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사라진

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시차분포모형의 형태를 식(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여기서  는 t 시점의 수산물 일별 구매액,  는 t 

시점의 언론보도 건수, 와 는 상수항과 추정계수,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t 시점의 언론보도 건수  가

당해 시점과 차기 시점의 수산물 구매액( ,    , 

    ,     )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므로, t 시

점의 수산물 구매액  는  ,     ,    등 과거 

시점의 언론보도 건수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2) 다항시차분포모형(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다중회귀분석에서 정태적 모형(static model)은 

동일 시점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다루는 반면,

동태적 모형(dynamic model)은 설명변수의 현재 값

뿐만 아니라 과거(시차)의 값이 현재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를 시차분포모형(lag distributed 

model) 이라고 한다[14]. 이러한 모형의 구성을 통해 

일본 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를 추정할 수 있다2). 

이월효과를 분석에는 유한시차모형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7]. 그러나 유한시차분포모형은 심각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 모수 에

제약을 가한 다항시차분포모형이 사용되는데, Almon

(1965)은 외생시차변수(exogenous lagged variable)의

모수를 추정한 후 시차 모형의 모수를 계산하는 방법으

로 다항시차분포(polynomial distributed lag) 모형을 

제안하였다[16]. 시차의 길이가 n일 때 가중치 가 차수

q인 다항식의 값은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      … 

다항시차분포모형의 다항식의 차수(q)와 시차의 길이

(n)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적합한 q 값을 찾고 이후에

다시 시차의 길이 n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차의 길이는 

최대 시차(N)보다 작아야 하며, 시차 길이의 선택은 가장

낮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BC

(Schwarz’s bayesian criterion)를 기준으로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한다[1,2,4]. 이때 시차 계수의 

크기가 시차에 따라 2차 함수나 3차 함수 등 다항식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시차 계수( )가 시차의 길이 i의 

적절한 차수를 다항식의 근사치로 계산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식(3))[17].

    
  



     

본 연구는 2018~2020년까지 3년간의 수산물 구매

에 있어 언론 보도의 이월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별 

수산물 구매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수산물 구매에 영향

을 미치는 보도 건수, 계절, 명절, 수산물 가격지수 등

의 변수를 포함하여 다음 식(4)과 같이 다항시차분포함

수를 추정하였다. 

2) 이월효과는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로, 

사람의 망각을 고려하여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이월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광고비와

판매 효과 기간의 영향을 시계열분석모형을 통해 추정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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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식(3)의 α, β, ɤ는 추정될 회귀계수, t는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일자를 나타낸다.   는  

일자의 일본 방사능 및 수산물 관련 기사의 수를 나타

낸다. 변수 Spring, Summer, Fall은 구매 일자를 기준

으로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에 수산물 

구매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수산물 구매가 높은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에[6] 계절별 수산물 구매 행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므로 명절 당일 이전 일주

일간을 더미 변수(Holiday)로 추가하였다. Price 

index는 수산물 가격지수로 수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수산물 구매 영향을 통제하였다. 

자유도 손실과 다중공선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정될

회귀계수 에 제약을 가하기 위하여[16] Emerson

(1968)이 제시한 직교 다항식(orthogonal polynomials)

을 적용하여 를 식(5)와 같이 추정한다[13].

    
  



   ≤  

식(5)에서 는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계수이고 

에서 i는 시차(lag) 길이를 나타낸다. j와 q는 i 시차

(lag) 다항식의 차수와 다항식 분포의 차수를 의미한다.

또한 최대 시차 이전의 값은 현재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차의 종점에 식(6)과 같이 제약을

추가한다[2]. 즉, t 일자에 보도된 기사는 t-1 일의 수산물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분석자료

(1) 수산물 구매 추이

가계 식료품 구매 지출 중 수산 식품의 비중은 1990년

에 15.1%였으나, 2000년에는 14.4%로 2005년에는 

11.2%까지 하락하여 이후 11~12%대를 유지하다 

2019년~2020년에 10%대로 하락한다.

Fig. 1. Trends in domestic seafood purchases
source :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seafood production and distr

ibution industry in 2020. Korea Maritime Institute.

한편, 2018년~2020년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데이터

의 수산물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Fig. 2. Status of purchase of seafood products from 

Consumer Panel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18-2020

생선류가 3년간 가장 많이 구매되어 전체 구매액의 

49.10%를 차지했으며, 차순으로 조개류(26.61%), 기타 

어패류(17.96%), 연체류(14.86%), 굴(4.20%), 해조류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의 수산물 일별 

구매액으로 수산물 구매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일정

한 등락을 보이다가 설․추석과 같은 명절 전에 급격히 

올랐다 다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2) 일본 방사능과 수산물 관련 기사

소비자패널데이터와 동일 기간(2018~2020년)의 일본

방사능 및 수산물 관련 보도 건수를 수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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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이용하였다. 뉴스 카테고리에서 

각 해당 연도마다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 키워드(일본 방사능, 수산물, 원전수, 수산물 안전)로

검색하여 3년간 각 일별 기사 수를 변수화하였다(Fig. 

3). 3년간 총 2,653개의 뉴스가 보도되었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481개(2018년), 1,327개(2019년), 845개

(2020년)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Fig. 3. Number of articles per day regarding 

Japanese radioactivity and seafood safety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1심에서 한국이 패소한 2018년 2월 

23일 100개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후 한국이 

WTO에 상소하면서 후속 보도가 지속되었다. 2019년 

4월 12일 한국이 WTO 2심에서 승소하면서 기사가 

300개 가량 보도되어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부터는 지역

별 수산물에 대한 안전 검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이어

지다 2020년 10월 1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 이후 관련 기사가 다시 증가하였다. 일본

방사능 및 수산물 관련 기사는 평소에는 그다지 많이 

보도되지 않지만, 일본의 원전수 처리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많이 보도되는 특징을 보이며 일일 기사수의 

등락이 관찰되었다.

3) 변수정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수산물 구매액은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농촌

진흥청 패널 자료는 전국의 각 가구에서 구매한 상품 

영수증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는데 가구 특

성(가족 구성원, 학력, 소득, 출생연도, 외식 횟수, 주부 

여부 등), 구매패턴(품목별 구입액, 가격, 구매량, 구입

처 등), 구매 상품의 특징(상품명, 원산지 등) 등의 정보

를 담고 있다[21]. 종속변수인 일별 수산물 구매액은 로

그-선형 형태로 회귀식을 추정하기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일본 방사능과 수산물 관련 기

사의 건수, 계절 더미, 명절 더미, 수산물 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일본 방사능과 수산물 관련 기사 수는 이

월효과를 살펴볼 정책변수이다. 수산물 구매에 계절적 

영향과 명절 기간의 수요를 통제하기 위하여 계절더미

변수와 명절 더미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의 

가격에 따른 수산물 수요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무

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를 

수산물 가격의 대리 변수로 설정하였다[20].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s of variables

Variable Unit Definition

Dependent 

variable
ln(Seafood) KRW

Natural log of daily 

expenditure on seafood

Explanatory 

variable

Report Cas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per day about 

Japanese radiation and 

seafood problems

Spring Dummy

1 if purchases is during 

Spring(March-May), 

0 otherwise

Summer Dummy

1 if the purchase is during 

Summer (June-August), 

0 otherwise

Fall Dummy

1 if the purchase is during 

Fall(September-November), 

0 otherwise

Holiday Dummy

If the purchase is during a 

week before the 

Holidays(New Year’s Day, 

Chuseok), 0 otherwise

Price 

index
Index

Natural log of the monthly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mport price 

index(2015=10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378

3. 분석결과

1) 다중선형상관계수 추정 및 OLS 결과

회귀분석에 앞서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단위근 검정 

방법인 ADF(Augmented Dicky-Fuller)검정을 실시

하여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검정을 위해

서는 적절한 모형과 시차(lag)를 선택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수항만 고려한 모형과 상수항과 추세를 

모두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시차는 AIC와 BIC를

최소로 하는 값을 선택하여 적정차수로 1을 사용하였다.

ADF검정 결과 상수항만 고려한 추정식에서는 가격지

수만 단위근이 있었고, 상수항 및 추세를 모두 고려한 

추정식에서는 가격지수와 계절변수가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에 단위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체

변수들에 1차 차분하였으며, 그 결과 두 추정방식 모두 

1%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하게 단위근이 제거되어 정상

적인 시계열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각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인 수산물 구매액 

간의 관계와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선형상관계

수를 확인하고 통상최소제곱(OLS: ordinary least 

square)법으로 추정하였다. ln(seafood)는 Report, 

Spring, Summer, Price index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all과 Holiday와는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Spring, Summer, Fall, Holiday는 1%, Report는 

5%, Price index는 10%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OLS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 중에서 

Report, Spring, Summer는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

으며, Holiday는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Fall과 

Price index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에 자연로그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므로 회귀

계수는 각 설명변수의 1단위 변화에 대한 수산물 구매

액의 변화율로 해석된다. 따라서 방사능 관련 뉴스 1건이

보도되었을 때 수산물 구매액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 방사능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계절 변수의 

추정계수를 해석하면 겨울 대비 봄에는 8%, 여름에는 

9% 정도 수산물 구매액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명절 변

수의 경우 추석이나 설 명절에 수산물 구매가 61%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OLS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다항시차분포모형 추정 결과

OLS의 경우 시계열 자기상관(Durbin-Watson=1.28)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Yule-Walker 추정법을 통해 추정

하였다. 다항분포차수(q)는 3차 다항식(q=3)인 

(p<0.1)이, 시차는 8일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추정 모형의 결정계수는 0.25로 다소 낮지만, 

Durbin-Watson 값은 1.97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더미변수의 추정 결과 겨울 대비 봄과 여름의 

구매액이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고,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겨울과 비교하여 봄과 

여름의 구매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가을의 

경우 양(+)의 부호가 도출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명절에 대한 더미 변수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명절 동안 

수산물 구매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차분포는 delta method를 사용하여 Table 4와

같이 추정되었다.

Table 2. Estimation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OLS

ln(seafoo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Report -0.002* 0.000 -2.470 0.014

Spring -0.086** 0.032 -2.660 0.008

Summer -0.094** 0.032 -2.830 0.005

Fall -0.045 0.033 -1.330 0.184

Holiday -0.609** 0.001 10.030 0.000

Price index -0.081 -0.089 -0.520 0.601

Intercept 13.763** -0.097 19.240 0.00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0% and 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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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timation result of polynomial lag distribution model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Intercept 13.808** 1.078 12.800 0.000

 -0.001 0.002 -1.640 0.102

 -0.000 0.001 -0.270 0.789

 -0.000 0.001 -0.290 0.771

 -0.001* 0.001 -1.700 0.089

Spring -0.095* 0.049 -1.820 0.068

Summer -0.097* 0.050 -1.940 0.053

Fall -0.045 0.050 0.880 0.376

Price index -0.089 0.235 -0.380 0.704

Holiday -0.511** 0.079 -6.460 0.00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0% and 1%, respectively

Table 4. Estimation result of lag distribution for news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0.0002 0.001 -1.110 0.266

   -0.0004 0.001 -0.400 0.692

   -0.0003 0.001 -0.320 0.745

   -0.0001 0.001 -0.040 0.966

   -0.0010 0.001 -1.040 0.300

   -0.0012* 0.001 -1.920 0.055

   -0.0014** 0.001 -2.100 0.036

   -0.0016 0.001 -0.890 0.373

   -0.0018 0.001 -0.080 0.935

*,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0% and 5%, respectively

만약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차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추세 변화는 Fig. 4와 같이 나타난다. 

당일과 이튿날에는 부(-)의 영향을, 이틀째와 사흘째는 

정(+)의 영향을, 그 이후는 7일째까지 부(-)의 영향을 

주다 다시 8일째 다시 정(+)의 영향을 보인다. 

Fig. 4. The carryover effect of Japanese radioactive 

issues and articles related to seafood

  

관련 기사의 이월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시차 계수에 대한 추정치를 살펴보면,

일본 방사능 관련 기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나흘간은 

수산물 구매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5일째와 6일째 

수산물 구매액이 각 0.12%와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도 이후 즉각적인 구매액의 변화를 보

이지 않다가 5일 이후 이틀에 걸쳐 수산물 구매를 줄였

다가 7일째가 되면 언론보도의 이월효과가 소멸되어 

구매회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월효과의 소멸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20-23].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일본 방사능 사고와 원전수 유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원전수 방류

등 일본 방사능 관련 이슈가 국내 수산물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 소비를 통해 효용을 

추구하므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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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방사능과 수산물 관련 보도가 소비자들

의 수산물 구매에 미치는 이월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

하였다. 이를 위한 다항시차분포모형의 추정 결과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5일과 6일이 되는 이틀간 수산물 구매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련 기사에

노출된 소비자가 부정적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구매 행동

으로 표출하기까지 평균적으로 5~6일이 소요되고, 7일 

이후 이월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이월효과와 관련하여 소비자

들의 수산물 구매 정보 제공과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소비자는 

식품에 관한 불확실한 정보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식품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6]. 따라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원산지가 표기

된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가 

소비자에게 민감한 정보이므로 원산지 표시 사기에 대

한 당국의 조사와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식품 안전에 대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 언론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독약 

현미’, ‘대왕카스테라’ 사례는 대중매체에서 식품 안전

에 대한 틀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준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세 번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류 계획은 우리 국민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산물의 방사능 안

전 검사 결과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1인 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확실한 수산물 정보로부터 발생하

는 소비자의 비효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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