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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제곡물 가격은 2008년 애그플래이션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현재 2000년

대 초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혹은 수요 

측 요인의 작은 변동에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

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밀, 옥수수, 

콩의 국내 소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곡물 시장에서의 가

격 상승은 바로 국제곡물 구매대금 증대로 이어집니다. 2013년 수입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제곡물 가격 10% 상승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6천억 원

에 달합니다. 또한 수입된 곡물은 주로 사료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

에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특히, 축산

물은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료원료의 수입가격 상승은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와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곡

물 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알려 체계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곡물 분야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원에서 신호접근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 조기경보모형이 이미 구축

된 바 있었으나 예측력 개선과 국제곡물 가격 변동의 국내 파급영향 및 취약성 

분석 등의 개선 및 보완작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필요

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조기경보모형의 적용과 관련전문가 의

견 등의 정성적 자료의 체계적 반영 등을 통하여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의 예

측력을 개선하고, 더불어 국제곡물 파급영향 및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국제곡

물 가격 급등 시의 충격완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기경

보체계를 통하여 국제곡물 시장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여 정부 및 관련 민간단체

가 국제곡물 시장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

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체계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국제곡물 관련 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

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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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한 국제곡물 가격은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러한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국제곡물의 안정적 확보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시도되어왔다. 본보고서는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제곡물(밀, 옥수수, 콩, 쌀)의 수급 및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곡물 가격 변동의 국내 파급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

제곡물 가격과 국내 수입단가와의 관계, 국내곡물 수입단가 변동에 따른 국내 

식품 및 사료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위기를 정의하고, 위기지

수와 위기구간을 설정하였으며 신호접근모형, 순위프로빗모형, 인공신경망모

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넷째, 앞에서 도출된 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과 위기대응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의 시범운영 예시를 통해 본 보고서가 제

안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시 문제점과 결과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성 높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조기경보모형

을 적용하여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성적 정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에서 여타 조기경보관련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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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 국제곡물 수급 및 시장의 특징

1.1 국제곡물 수급추이 및 특징

○주요 국제곡물(밀, 옥수수, 콩, 쌀) 총생산량은 1964/65 양곡년도에 6억 9천

만 톤 수준에서 반세기가 지난 2014/15 양곡년도에 약 3.6배가 증가한 24억 

9천 6백만 톤(전망치)으로 증가

- 주요 국제곡물 총생산량 및 총소비량은 연도별로 일정부분 변동성이 존

재하나 196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천3백만 톤씩 선형으로 증가하는 모습

을 보임.

○주요 국제곡물 재고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1980년대부터 1990년

대까지 20년간 3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초 급격히 하락하여 이

후 20% 초반대의 수준

- 2000년대 초반의 재고율 하락은 생산량 증가속도가 평균수준 이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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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반면 소비량의 증가속도는 평균수준을 유지하면서 발생

○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국제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의 증가속도가 2000년 

이전의 증가속도에 비해 커진 것을 볼 수 있음.

- 주로 Bio연료용 곡물수요 증대와 개도국의 사료용 곡물수요 증대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이 빠른 생산량 증대로 이어진 결과로 판단됨.

그림 1-1.  세계 주요곡물 수 추이

단 : 백만 톤, %

주 1) 주요 곡물은 밀, 옥수수, 콩, 쌀을 의미하며 생산량 및 소비량은 개별품목의 단순합계를 

의미.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해당년도 소비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2) 2013/2014 양곡년도는 추정치이며 2014/2015는 전망치임. 

자료: USDA/WASDE

1.2. 국제곡물 가격추이 및 특징

○주요 국제곡물 명목가격(IGC 교역량 기준 가중치 적용 가격지수)은 1970년

대 초반 크게 상승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 추이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등하여 현재 높은 수준이 유지되며 가격의 변동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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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모습

- 명목가격은 1970년대 초반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실질가격지수는 동기간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1.

그림 1-2.  주요곡물 가격지수 추이

단 : 2010년=100

  주: 가격지수(2010년=100)는 밀, 옥수수, 콩 및 쌀의 국제교역량 기준 가중치(IGC)로 계산. 

실질 가격지수는 미국 CPI를 사용하여 계산됨.

자료: IMF, USDA, 재구성

○국제곡물 가격은 해당 곡물의 재고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현재 재고율 

수준이 20% 초반대로 국제곡물 안정기2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가격의 추가

적인 상승 및 가격 변동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

- 1970년대 초반과 2000대 중반 국제곡물 가격 급등은 이전부터 누적되어

 1 국제곡물 실질가격의 하락은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성 증대로 인한 것으로 보임. 이

는 토지 생산성을 나타내는 평균 단수를 197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할 경우 밀 

1.69배, 옥수수 1.68배, 콩 1.49배, 쌀 1.60배 증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2 197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충분한 재고를 바탕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안

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기간을 국제곡물 안정기로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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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재고율 감소가 원인

○현재 국제곡물 가격은 국제곡물 가격 급등 이전인 2000년대 초반 수준에 비

해 2배 이상 높은 상태이며 가격 변동성도 증가

- 낮은 재고율로 인해 생산 및 수요 측면의 충격이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모습

그림 1-3.  국제곡물 가격 변동 원인

자료: 세계식량포럼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과 식량안보(’13.7.18)’ 발표자료 재구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곡물 가격 급등과 변동성 심화 원인은 수요, 공급 

및 거시경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임3.

- 수요요인: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식품 수요증가, 신흥국

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4 증가, Bio연료용 곡물수요 증

 3 열거된 요인은 이대섭 외(2009) p.9-36, 서진교 외(2011) p.70-85 등의 연구내용을 정

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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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수요구조

- 공급요인: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변동 폭 확대, 경작지의 Bio연

료용 작물 전용으로 재배면적 감소, 식량자원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규

제, 가격에 비탄력적인 수급구조 등

- 거시요인: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곡물 투자로 이동,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물류비 상승 등

1.3. 국제곡물 시장의 구조와 특징

○국제곡물 시장은 생산국(수출국)에서 소비하고 남은 곡물을 수출하는 원시

적인 시장(primitive market) 구조로 교역량이 총 생산량의 약15%에 불과한 

엷은 시장(thin market5) 구조

- 국제곡물 시장은 소비 후 남은 부분을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별 수출

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자국 내 소비 감소보다는 수출 감소로 대응

- 최근 5년간 평균 교역량을 보면, 곡물류가 13.2%, 유지류가 24.1%인 반면 

석유는 62%, 승용차는 44% 수준

○주요 곡물 수출이 특정국에 집중되어 있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

문에 수출국이 교역에 있어 높은 영향력을 가지며, 주요 수출국의 곡물 수급

관련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는 구조 

- 주요 곡물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

나, 호주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한국, 중동, 북아프리카 등임.

 4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 7kg이 필요하며, 돼지고기는 3.5kg, 닭고기는 

2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5 가격의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아 소폭의 공급량 변동이 큰 폭의 가격변동으

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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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곡물 주요 생산국의 수출 유율

주: 수출점유율은 최근 3년간의 평균점유율임.

○ 4대 곡물메이저인 Cargill, ADM, LDC, Bunge가 세계 곡물 유통량의 75% 

이상을 점유하는 등 소수의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국제곡물 교역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여 실제 곡물시장에서 이들의 가격 결정력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6

- 곡물 메이저는 곡물유통을 중심으로 종자 산업에서부터 생산, 무역, 수송, 

가공 및 판매까지 수직계열화하는 모습을 보임.

- 최근 농업생명공학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역량을 넓히며, 생산의 기초인 종

자에서부터 사료, 식용유지, 식품, 에탄올 생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

 6 이대섭 외(2009), p.33-36과 서진교외 (2011) p.34-45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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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례7

2.1. 해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례

○정량적 자료와 조기경보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분야의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 해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일본의 경우 개도국의 기아문제 및 식량안보 관점의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활용

○세계 식량위기가 있었던 1970년대 초 FAO는 세계 식량정보 및 조기경보시

스템(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GIEWS)을 구축하여 세

계 각국의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를 선도적으로 제공

- 정량적 수치로 경보단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세계 각 국의 작황, 식량 

수급, 수출 가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 간행물, 인터

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

○일본은 국내외 기상이변 등에 따른 식량공급 측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

하여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구축하여 활용

-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은 식량공급에 불안정한 요소가 발생할 경

우의 대응방안으로 위기등급을 구분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을 통해 시행

할 대책의 기본적인 내용, 근거 법률, 실시 절차 등을 규정

○곡물분야 이외의 해외 조기경보시스템은 위기시점의 예측보다는 위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개선이 진행

-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기가 발생하나 한 부문의 

 7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례’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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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기발발의 요인 및 패턴 분석만을 통한 예측에는 한계가 존재

- 또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통계적 모형을 통한 위기의 예측은 한계

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집단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감지해야 함을 지적

-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의 목표를 위기시점의 예측보다는 위기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에 둠.

- 이러한 방향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이 개선된 사례로 IMF(국제통화기금)와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을 들 수 있음

(김정한. 2012).

2.2. 국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례

○ 2003년 대규모의 금융위기 발생으로 정부는 2004년 1월 경제전반에 걸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추진

-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의 금융위기

(2003년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

- 동 계획에 따라 8개 경제부문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은 5개 부문(10개 세부부문)으로 정

량적 자료와 조기경보모형을 통해 위기발생시점의 예측을 주목적으로 함. 

- 조기경보 모형은 신호접근모형, 프로빗/로짓모형, 인공신경망모형이 주로 이용

-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 분야는 대외(신호접근모형), 금융(금융시장: 신

호접근모형, 금융산업: 주성분분석), 원자재(석유시장: 인공신경망모형, 

기타원자재, 국제곡물: 신호접근모형), 부동산(토지: 신호접근모형, 프로

빗모형, 주택: 신호접근모형, 프로빗모형), 노동(고용: 순위프로빗모형, 노

사관계: 회귀분석, 신호접근모형)임.



9

○국제곡물 분야의 경우 2008년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호접근법을 

이용한 국제곡물 조기경보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위기

지수를 설정하여 선물가격 등 국제곡물 가격 예측에 한계를 보임. 

○각 분야의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200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

존에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3. 시사점 및 고려사항

○기존에 구축된 국내외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위기예측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 이는 과거의 위기발생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고자하는 

기존 조기경보모형의 위기예측 방식과 조기경보모형 자체의 내재적 한계

로 보임.

- 따라서 특정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위기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

영하는 등의 정성적 분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해외의 주요 조기경보시스템은 위기시점의 예측보다는 위기 시 취약분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음.

- 이는 기존 조기경보모형의 위기예측력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취약분야의 개선을 통해 위기의 선제적 예측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예측력에 한

계를 보이며 전반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

- 특히, 파급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취약분야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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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제곡물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재구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하여 위기 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

- 또한 기존의 조기경보모형이 위기시점 예측에 한계를 보여 위기 예측력 개

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

3. 국내곡물 수입 현황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3.1. 국내곡물 수입 현황 및 특징

○국제곡물 수입량은 옥수수, 밀, 콩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품목별 수입량 

변동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1990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로 증가

- 사료용 곡물은 대체가 비교적 용이하여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수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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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국제곡물 수입액 추이

단 : 십만 US$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재구성

가 발생하나, 식용의 경우 이러한 대체가 어려움.

- 2013년 기준 주요 국제곡물 총수입량은 1,674만 톤임.

○국제곡물 수입량은 안정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수입액은 국제곡물 

가격변동의 영향으로 연도별 변동 폭이 큰 특징

- 2006년 이후 수입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곡물 수입액은 큰 폭으로 증가

- 수입액은 2000년 총 19억 4천억 달러(옥수수 9.3억, 콩 5.5억, 밀 4.7억)에

서 2013년 총 58억 6천억 달러(옥수수 26.6억, 콩 16.0억, 밀 16.0억, 총 

6.4조 원)로 나타남.

○국제곡물 가격상승이 수입액 증대로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유지되는 것은 국

내곡물 자급률이 매우 낮은 등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반면 수요는 일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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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유지하기 때문

- 2013년 기준으로 국제곡물가격 10% 증가 시 동일한 수입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입액은 약 6천4백억 원에 이름8.

- 국내곡물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밀과 옥수수는 

1990년대 이후 1%에 못 미치는 수준

3.2.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의 필요성

○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국제곡물 가격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배 이상 상

승하였으며 적은 재고량으로 인해 가격변동성도 커짐.

- 현재 재고율 수준이 곡물가격 안정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20% 초반 대

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가격급등 가능성이 존재

- Bio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와 개도국의 소득증대에 따른 육류소비 증대로 

인한 사료용 곡물수요 증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반면,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가격급등 시 

국내생산 증대를 통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국제곡물 가격상승이 

구매금액 증대로 이어짐.

- 밀, 옥수수, 콩은 국내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국내에 수입된 곡물은 주로 사료와 국수, 빵, 과자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

용되며 이러한 곡물수요는 비교적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제곡물 가

격상승은 육류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 국제곡물 가격상승은 곡물을 원료로 하는 관련 산업의 생산비 상승을 초

 8 대미환율 1,1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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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뿐만 아니라 곡물가공제품의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실제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국제곡물 가격상승으로 사료 및 곡물관련 식

품가격이 크게 상승함9.

- 특히, 축산업은 생산비에서 수입곡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비의 비중이 매

우 커 원료곡물의 가격상승은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와 축산물 가격 상

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또한 식품은 대표적인 가격에 대한 탄성치가 낮은 필수재로 곡물가격 상

승은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국제곡물 가격변동의 국내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제곡물 확보

를 위하여 2008년 국제곡물부문 조기경보모형이 구축되었으나, 위기예측력 

개선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의 국내 파급영향 및 취약성 분석이 요구됨.

- 조기경보모형 개선과 더불어 특히, 위기의 정의10, 정성적 자료의 반영방

안, 취약성 및 국내 파급영향 분석 등의 개선과 추가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 

- 국제곡물시장 가격 및 수급에 대한 사전경보는 국제곡물 구입 시에 유용

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관리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본보고서는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의 위기예측력을 개선하고 기존에 

수행되지 않았던 국제곡물 파급영향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국

제곡물 확보체계 구축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함.

 9 ‘부록 2. 국제곡물 가격 국내 파급영향 분석’의 내용을 참고
10 기존의 곡물분야 조기경보모형은 곡물 국내수입단가를 기준으로 위기지수를 설정하

여 국제곡물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수입단가에 반영된다는 측면

에서 예측력은 높으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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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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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곡물 국내 파급영향 및 취약성 분석

1. 국제곡물 가격변동의 국내물가 파급영향1

1.1. 국내곡물 수입단가에 대한 영향

○국제곡물 가격의 변화가 국내곡물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차를 분석하

기 위하여 수입단가(달러표시 가격)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물가격과 FOB가

격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

○분석결과 선물가격(CBOT)과 FOB가격은 3-6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곡물 수

입단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

- 단기적인 영향만을 고려하면 선물가격 변동은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변

동분의 75.9%가 반영되며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고려할 경우 91.6%가 반

영되는 것으로 계산됨.

 1 자세한 분석모형, 자료 및 결과는 ‘부록2. 국제곡물 가격변동의 국내 파급영향 분석’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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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FOB가격 변동은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84.9%가 반영되며 장기적

으로는 94.5%까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반적으로 선물가격 변동 분보다 FOB가격 변동분의 수입단가 영향이 

크게 추정된 것은 국내곡물 수입이 선물시장을 통한 거래보다는 현물시

장을 통한 거래가 많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회귀분석 결과, 5개월 시차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가장 커 국제곡물 구매

의 가장 많은 양이 구매에서 수입통관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그림 2-1.  국제곡물 가격과 국내 수입단가 추이

단 : 2000년 1월=100

주 1) 각 가격지수 작성에 사용된 가중치는 밀, 옥수수 및 콩의 최근 3년(2011년-2013년) 국내 

수입량 기준 가중치로 수입량이 적고 불규칙적인 쌀은 포함되지 않음. 

2) 수입단가는 환율이 적용되지 않은 달러표시 가격을 사용함.

○국제곡물 가격변동의 모든 부분이 국내곡물 수입단가로 귀결되지 않는 것은 

수입단가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곡물 가격급등 시 국

내 수입업체들이 곡물구입 시기를 조절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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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물가에 대한 영향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국제곡물 수입단가와 곡물관련 식품물가의 장기

적인 균형관계를 분석한 결과 곡물수입단가의 10% 변동은 장기적으로 곡물

관련 식품물가를 1.63% 변동시키며 이러한 장기적 균형관계 회복은 이탈분

의 9.1%/월이 조정되는 속도로 추정

- 단기적 영향은 수입단가 상승 시에만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크

기는 수입단가 10% 상승 시 1.77%의 식품물가를 상승시키는 정도

그림 2-2.  충격반응: 수입단가 1% 변동 시 식품물가 변동추이 계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곡물 수입단가 상승 시에는 4개월 이내에 상승요인이 

모두 반영되는데 비해 하락 시에는 반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 그림 2-2는 곡물 수입단가의 곡물관련 식품물가에 대한 파급영향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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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곡물수입단가 변동(±1% 충격)에 따른 곡물관련 식품물가

의 반영 추이를 나타냄.

- 가격 상승충격(1% 수입단가 상승) 발생 4개월 후 식품물가가 0.19% 상승

하고 이후 하락하여 균형관계(0.16%)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 소폭이지

만 과잉 반응하는 궤적을 보임.

- 반면, 가격 하락충격(1% 수입단가 하락)에는 장기적인 수렴현상만 보이

는데 충격 발생 6개월, 1년 및 2년 시점의 식품물가는 각각 0.08%, 0.12%, 

0.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1.3. 사료물가에 대한 영향

○장기 균형관계를 고려한 오차수정모형 분석결과는 수입단가 10% 상승 시 

사료물가는 장기적으로 5.1% 상승하며 균형으로의 수렴속도는 17.8%/월로 

나타남.

- 단기적 영향은 수입단가 상승 시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10% 수입단가 

상승 시 3.77%의 사료물가가 상승하며 동일한 크기의 수입단가 하락 시

는 0-1개월의 시차를 두고 1.87%의 사료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

어 상승과 하락 시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장단기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파급영향에서는 가격 상승과 하락 

시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검정됨.

○수입단가 변동에 따른 사료물가의 변동 궤적은 수입단가 하락과 상승 시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단가 1% 상승충격 시 사료물가는 2개월 후 0.40% 상승하며 1년 후

에는 0.49%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하락충격 시 2개월 후까

지 0.39%의 사료물가가 하락하며 1년 후에는 0.50%의 사료물가가 하락

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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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충격반응: 수입단가 1% 변동 시 사료물가 변동추이 계산

2. 국내물가 예측 및 국제곡물 부문 취약성 분석

2.1. 곡물 수입단가 예측

○CBOT 선물가격 및 FOB 수출가격과 국내곡물 수입단가 간에는 3-6개월의 

시차가 발생

- 국제곡물 가격에 더하여 해상운임 비용, 보험료 및 환율 등이 국제곡물 

수입단가 결정의 중요 요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관측(월보)’는 향후 2분기의 국제곡물 수

입단가 예측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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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곡물가격의 시차영향, 여타 수입단가 결정요인 및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측

그림 2-4.  국제곡물 수입단가 측

단 : 2010년 1월=100

구분 식용 사료용 

2012
3/4분기 137.5 121.0 

4/4분기 143.8 121.1 

2013

1/4분기 149.4 133.4 

2/4분기 152.9 133.5 

3/4분기 146.3 122.3 

4/4분기 131.2 109.9

2014

1/4분기 121.8 110.4

2/4분기 118.5 107.2

3/4분기(추정) 121.5 110.2

4/4분기( 망) 114.1 107.0

  주: 수입단가는 품목별 식용, 사료용 국내 수입량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미 

환율을 반영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식품·사료가격전망모형」

2.2. 식품·사료물가 예측

○수입된 국제곡물은 주로 가공식품이나 사료 원료로 사용되어 국제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식품·사료물가가 변동

- 식품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며 사료가격도 축산

물 가격을 통해 소비물가에 영향을 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관측(월보)’에서는 식품과 사료 가격을 지

수화 하여 매월 전망치 제공

- 식품 가격지수는 국제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밀가루, 부침가루, 국수, 

라면, 식용유, 두부, 장류, 과자류, 빵류, 두유를 구성요소로 하며 통계청

의 물가가중치를 사용하여 지수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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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가격지수는 축우용, 양돈용, 양계용으로 구성되며, 통계청 물가가중

치를 이용하여 산출함.

그림 2-5.  국제곡물 수입단가 측

단위: 2010년 1월=100

구분 식품가
격지수

사료가
격지수

2012
3/4분기 111.2 116.5

4/4분기 112.5 116.8

2013

1/4분기 114.4 119.0

2/4분기 116.2 119.6

3/4분기 116.2 120.0

4/4분기 118.0 119.4

2014

1/4분기 121.1 118.2

2/4분기 122.8 117.7

3/4분기(추정) 123.0 116.6

4/4분기( 망) 123.4 115.8

주 1) 수입곡물 관련 식품가격지수는 밀가루, 부침가루, 국수, 라면, 식용유, 두부, 장류, 과자

류, 빵류, 두유로 구성되며, 통계청 물가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 

2) 사료가격지수는 축우용, 양돈용, 양계용으로 구성되며, 통계청 물가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식품·사료가격전망모형」

2.3. 식량안보 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식량안보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곡물 수입국의 여건을 반영하고 G20 국가 간 비교가능 한 식

량안보 지표를 개발함2. 

- 식량안보를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안전하고

(safety) 영양적인(nutrition) 식품을  경제적으로(availability), 사회적으로

(accessability) 언제나(security/stability) 충분히 공급 받고 섭취 가능한 상

태”로 정의

 2 자세한 계산방법 및 내용은 김태훈·김지연(2013) p.46-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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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G20 국가들의 식량안보수준을 비교

한 결과(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접근성, 안전성과 영양부문은 중위권을 형

성하고 있지만 자급률이 낮아 가용성 분문이 낮게 평가되어 분석대상 국가 

중 16위의 식량안보 수준을 보임. 

- 주변국인 일본은 자급률은 낮으나 접근성과 안전성 및 영양부문에서 높

게 평가되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  한국의 식량안보지수

역 하부 역 가 치(%) 2012년 2013년

가용성
국제  교역 30 11.9  8.9 

국내 20 13.0 16.5 

근성
가계 20 34.8 37.1 

국가 10 25.1 25.1 

안 성  

양

안 10 88.1 88.1 

양 10 82.8 82.8 

종합지수 32.8 33.0 

2.4. 저소득 계층에 대한 영향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의 영향은 특히 가계소비지출에서 식품

부문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 저소득 계층의 국제곡물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계층별 국제곡물 관련 식료품 소비지출이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분석

○통계청의 5분위별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국제곡물관련 

식료품 소비지출 비중 변화추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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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곡물 관련 식료품비로 가계수지의 소비지출 항목 중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유지류,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를 포함

- 국제곡물 관련 식료품비를 총가계지출로 나눈 비중의 소득분위별 변화를 

분석

그림 2-6.  소득 분 별 가계지출에서 곡물 련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  

○최근 5년간(2009년 2/4분기에서 2014년 2/4분기까지) 분위별 국제곡물과 관

련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 1분위 계층이 

5분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 분위별 비중을 보면 동기간 1분위 총가계지출은 18.8% 증가하고 국제곡물 

관련 식료품소비는 25.3%가 증가한 반면 5분위는 22.9% 총가계지출이 증

가한데 반해 국제곡물 관련 식료품비 소비지출은 14.3% 증가에 그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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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산출

1. 위기구간 설정 및 이용자료

1.1. 위기의 정의

○조기경보지수(EWI: Early Warning Index) 계산을 위한 조기경보모형은 위기

를 판단할 수 있는 위기지수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하여 위기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함.

- 위기의 정의를 바탕으로 위기지수를 구성하고 위기발생 구간을 식별하는 

것이 모든 조기경보모형의 출발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안정적인 상태

를 벗어나 국내물가에 상당한 파급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를 위기로 정의함1.

 1 성명환 외(2008)에서는 곡물부문의 위기를 “국내에서 주로 수입되는 주요 곡물의 수

입가격(수입단가)이 안정적 상태를 벗어난 경우”로 정의. 그러나 수입단가를 기준으

로 위기를 정의할 경우 위기지수가 국제곡물 가격(CBOT 선물가격, FOB가격)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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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밀, 콩, 옥수수, 쌀의 FOB가격을 

최근 3년(2011년~2013년)간의 국내 수입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를 

사용

- ‘국내물가에 상당한 파급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는 국제곡물 가격상승으

로 국내곡물관련 식품·사료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로 설정

1.2. 위기지수 및 위기구간

○위기지수는 해당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으나 작성된 

위기지수를 바탕으로 도출된 위기구간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함2.

- 위기지수의 구성 및 작성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본고에서는 위기지수를 주요 국제곡물 FOB가격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율과 수준을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

- 어떤 상품의 가격 급등 시 일시적으로 국가경제 체계가 균형 상태를 이탈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과 비록 경제체

계가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해도 높은 가격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또한 

경제주체들의 과중한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3

행하여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본 곡물부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 김태훈·승준호(2009)의 연구에서는 “급등한 국제곡물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실제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격지수를 위기지수로 사용. 그러나 2014년 현재 국제곡물 가격지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크게 상승한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어 2006년 이후 국제곡

물 부문의 위기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존재
 3 실제 적용사례를 보면 비철금속 분야의 조기경보시스템(김바우 외, 2011)에서는 가

격지수의 변화율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원자재 부문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윤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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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곡물 FOB가격지수(PI: Price Index):  

 



∙


 



 
× 

    단, 는 시점 곡물(밀, 옥수수, 콩, 쌀) 가격이며, 는  곡물의 

    가중치로 최근 3개년간의 수입액 비중(밀, 옥수수, 콩, 쌀이 각각 0.276, 

0.429, 0.235, 0.060)임.

- 위기지수(CI: Crisis Index):   ×   ×  


 ×

그림 3-1.  국제곡물 가격지수와 기구간 설정

○위기구간은 주로 위기지수의 평균()과 분산()을 사용한 식을 이용하

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4을 대상으로 

외, 2004)에서는 가격지수의 수준을 사용함. 다만, 원자재 부문 가격지수의 경우 곡

물가격지수와 같이 가격상승 후 상당기간 상승한 가격수준이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

나지 않음.

 4 통상적으로 위기구간 설정은 안정적인 구간을 기준으로 도출된 지수를 사용하여 설

정하나 국제곡물 시장의 경우 2006년 전후로 구조적 변화가 있어 2006년 이후 자료

만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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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큰 경우(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 백분율 86% 이상 구간)로 설정

- 2008년과 2011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가 위기로 정의됨.

표 3-1.  국제곡물시장의 기시

곡물가격
안정기

기 시

2008.1～7월 2010.12월～2011.8월 2012.8～12월

국제

곡물

가격

지수

 : 121  : 184.3%↑  : 139.8%↑  : 136.5%↑

옥수수 : 102 옥수수 : 145.0%↑ 옥수수 : 202.6%↑ 옥수수 : 207.3%↑

콩 : 112 콩 : 126.6%↑ 콩 : 135.1%↑ 콩 : 177.0%↑

 : 91  : 205.9%↑  : 127.7%↑  : 124.6%↑

체: 113 체: 162.6%↑ 체: 153.4%↑ 체: 173.8%↑

국내 

 

향

사료가

격지수
53

실측지수: 45.7%↑ 실측지수: 70.2%↑ 실측지수: 83.8%↑

(82.9% 상승요인 발생) (78.2% 상승요인 발생) (88.6% 상승요인 발생)

식품가

격지수
61

실측지수:69.5%↑ 실측지수:108.2%↑ 실측지수:119.7%↑

(26.5% 상승요인 발생) (25.0% 상승요인 발생) (28.3% 상승요인 발생)

특징

( 기 

요인)

충분한 재고량

을 바탕으로 

안정  수 균

형 달성

기상악화에 따른 주

요국 수출 지 조

치, 세계 융 기

에 따른 유동성 증

가, 바이오 연료 수

요증가 등

이상기상에 의한 구

소련 지역  생산 

감소와 러시아 등 

곡물 수출 지 조

치

미국 기상악화에 따

른 옥수수, 콩 생산

량 감소 망, 러시

아  생산 감소

주 1) 국제곡물 가격변동은 일정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파급됨. ‘실측지수’는 시차를 고려
하지 않은 해당기간의 물가변동 수준을 나타내며 물가 ‘상승요인’은 장기적인 국내물
가와 국제곡물 가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산됨. 

2) 국제곡물 가격지수는 국제곡물이사회(IGC)의 가격지수(2000년 1월 기준)를 나타내며 사
료와 식품 가격지수(2010년 1월 기준)는 통계청의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
수(CPI)를 나타냄.

3) 통상적으로 국제곡물 가격 안정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30여년을 이
르나 본 자료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함. 국제곡물 가격 안정기의 
가격수준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2000년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음.



29

1.3. 이용자료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지수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

는 (선행)설명변수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

-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수로 선물시장, 공급요인, 수요 및 거시경제요인 관

련 변수를 선택5

- 분석대상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함. 이는 모형에 사용

된 변수들이 국제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시기인 2006년을 전후로 

국제곡물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크게 달라졌다는 점6을 반영한 것임. 

2. 신호접근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산출7

2.1. 신호접근모형의 이론적 배경

○신호접근모형은 위기에 선행하는 여러 변수를 선정하고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

하여 지수화한 후 이를 관찰하여 위기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Kaminsky(1998)

가 제안8한 방법

- 신호접근모형은 선행변수의 위기신호와 실제 위기여부에 대한 관계를 이

용한 각 선행변수의 위기기여도를 산출한 후 이를 종합지수화 함.

- 얼마나 빨리 위기 이전에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가는 사용된 변수들

 5 자세한 분석 자료에 관한 설명은 ‘부록 3. 조기경보모형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 참고.

 6 특히 품목별 재고율 등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7 자세한 분석방법 및 결과는 ‘부록 4. 신호접근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의 내용

을 참고
 8 Kaminsky(1998)는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 은행위기(banking crisis), 외환

위기(currency crisis)간의 선·후행성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외환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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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성 및 위기기여 정도에 의존하게 됨.

○구체적으로 신호접근모형은 선행변수의 위기신호 발생 후 일정기간 이내

(window)의 위기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미래의 위기발생 시점을 예측

- 선행변수가 사전에 설정된 임계치를 넘으면 신호가 발생되며 이 신호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 임계치를 찾음.

- Window는 선행변수의 선행성 정도와 구축하고자하는 경보시스템의 요구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나 실물시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을 설정

- 신호의 유효성은 통상적으로 N/S비율(Noise-Signal Ratio: 위기 미발생 시

에 위기신호를 보내는(noise) 비율 대비 위기 발생 시 위기신호를 보내는

(signal) 비율(


))을 사용

그림 3-2.  신호와 기발생의 경우의 수

                 기발생

기신호

기지수
(window 내 기발생 유무)

기발생(Crisis)
기 미발생

(Non Crisis)

선행
변수

신호발생(Signal) 참신호(A) 노이즈(B)

신호 미발생(Non Signal) 노이즈(C) 참신호(D)

○신호접근모형의 최종단계는 각 선행변수들의 최적 임계치(N/S비율을 최소

로 하는 수준)에서의 N/S비율을 계산하고 1-N/S비율을 가중치로 하여 선행

변수들을 종합지수화9 함.

-  
 



비율×. 

- 단, 는 번째 선행변수를 나타내며 ∙는 표준화를 나타내는 함수 

 9 신호접근모형을 통해 계산된 조기경보지수는 선행지수를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종합

선행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ex)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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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기경보지수의 도출

○신호접근모형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지수

에 선행하는 적절한 선행변수의 식별이 무엇보다 중요

- 그러나 시장효율성 가설10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변수)는 이미 시장가격

에 반영되어 가격예측에 도움을 주지 못함. 따라서 적절한 선행변수를 식

별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실제 설명변수들과 위기지수간의 선행성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

이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고에서는 설명변수들이 위기지수에 대해 선행성을 갖도록 동행하는 설명

변수에 대해서 3개월 선행시차변수를 사용

- 종합선행지수는 위기지수에 대해 3개월 선행하게 계산되며 실제 조기경

보지수의 계산에서는 해당 변수의 3개월 선행 예측치를 사용

- 선행변수로 사용하는 환율, GDP 디플레이터, 유가 등은 국내외 전망기관

에서 예측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곡물관련 변수인 선물가격, 재고율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치를 매달 발표하고 있어 해당변수의 

예측치 사용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조기경보지수의 예측력은 선행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의 예측치에 대한 신뢰도에 의존하게 됨.

10 주로 증권시장의 가격형성을 묘사하는 이론으로 주가는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준강형, semi-strong form)하고 있다는 가설임. 다만, 곡물가격의 경우 저장

을 통하여 미래소비는 현재소비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로 대체할 

수 없음으로 곡물수급 예측은 미래 곡물가격 예측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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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신호 근모형 조기경보지수 추이

주: 위기지수와 조기경보지수는 표준화함에 따라 위기 지수가 1을 상회할 경우 위기상태가 됨.

○신호접근모형을 통해 도출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와의 선행성 및 설명

력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양호

-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를 비교적 잘 반영하며 3개월의 선행성을 유지

- 다만, 2012년 위기의 경우 조기에 경보하지 못하는 문제점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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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산출11

3.1. 모형설정 및 적용

○조기경보 모형에서 모수적(parametric) 접근방법은 위기의 유무 혹은 위기단

계를 나타내는 질적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 모

형이 아닌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이나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이용

- 이러한 프로빗/로짓 모형은 모수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다변량 접근법임.

- 프로빗/로짓 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개발은 Frankel and Rose 

(1996)에서 시작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박원암·최공필(1998), 박대근·이창

용(1998), 배기웅·정지만(2000) 등이 이용

○본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산출은 위기지수를 이용하여 위

기수준을 4단계12로 나눈 위기단계의 3개월 선행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

- 따라서 계산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에 대해 3개월의 선행성을 확보 

○순위프로빗 회귀분석에 앞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

해 설명변수의 정보를 축약하는 작업을 선행함.

- 주성분분석을 통한 각 주성분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여러 설명변수들의 

변동을 축약하여 정보의 손실 없이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13

11 자세한 분석방법 및 결과는 ‘부록 5. 순위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 조기경보지

수’ 참조
12 제4장 2절 위기단계 설정부분 참고
13 회귀분석에서 비슷한 정보를 내포하는 설명변수가 다수 존재할 경우 설명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추정의 비효율성 발생. 기존의 연구에서는 추정계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호가 잘못된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이 경우 정보의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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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에서는 각 주성분 중 분산이 커 원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큰 주성

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분석

3.2. 조기경보지수 도출

○각 위기설명변수들의 주성분분석을 통한 주성분을 설명변수로 한 프로빗 회

귀모형 분석결과는 각 주성분 설명변수의 개별적인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

라 모형 전체의 설명력도 높게 계산됨.

-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의 식별은 요인변수 변동의 90%를 설명할 수 있

는 제10요인까지 모형에 포함14하여 분석한 후 설명력이 약한 주요인 변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행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는 위의 추정결과에서 계산된 위기

단계의 기대치를 사용

- 조기경보지수 즉, 위기단계 기대치는   
 



 ×로 계산되며 조기경
보 단계는 를 반올림한 수로 정의

- 위의 조기경보지수의 대안으로 ′ 값을 사용할 수도 있음. 위기단계 기

대치에 대한 ′값의 한계효과가 각 단계의 임계치 주변에서 매우 커 위

에서 정의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 추이를 계단식으로 반영하는 모습

을 보임15.

14 통상적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생성된 변수는 분산의 80%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선택
15 각 위기단계의 발생확률이   

′ ′ 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기

경보단계와 는 선형적 관계에 있음. 최종 조기경보단계 설정은 위의 두 방법이 모

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기경보지수로 를 사용하고 위기상황의 정

확한 판단을 위하여 ′값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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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순 로빗 모형의 조기경보지수 추이

주: 위기지수 및 는 표준화한 값임. 따라서 위기지수가 1이상일 경우가 위기로 정의됨.

○순위프로빗모형으로 계산된 조기경보지수와 ′값은 위기지수 추이를 잘 반

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기지수와 조기경보지수가 약 3-4개월의 선행성을 유지하나 2012년 위

기상황의 경보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보임.

4.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산출

4.1. 이론적 배경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모형은 반복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인간의 신경체계를 모방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반복적 학습을 통해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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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인공신경망 모형의 구조

- 인공신경망 모형은 여타 경제학적인 모형에서 요구하는 가정에 기반 하

지 않고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여타 통계학적 모형에 비해 단기예측 부분에서 뛰어난 예

측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공학 분야를 비롯해 경영학의 재무·정보시스템 분야 및 계량경제학 분야

에 이르기까지 활용분야가 확대(윤덕룡 외, 2004 p.66)

○인공신경망모형은 신경망 구조를 모방하여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

(hidden layer) 및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

- 입력층의 자료는 가중치에 따라 합산 후 은닉층에서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로 변환되어 출력층으로 보내지는 구조로 노드(뉴런)들 간의 연

결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조정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최적화

○인공신경망모형의 망구조 식별에서 학습알고리즘 이외에 은닉층의 수, 각 

층의 노드 수, 활성함수 등을 결정해야하는 문제 존재

- 신경망 내의 은닉층 수나 각 은닉층 내의 노드 수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

법론은 존재하지 않으나 주로 학습 및 예측의 성과와 AIC/BIC 기준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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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입력 및 출력변수들을 표준화할 경우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4.2. 인공신경망 구조의 식별

○본고의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개발을 위한 출력변수는 각 

곡물 가격의 3개월 선행변수를 사용

- 조기경보지수가 3개월 선행성을 유지하도록 3개월 선행 가격의 예측치를 

구한 후 이를 위기지수 구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출력층에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가격수준 예측치를 노드로 사용하여 

3개월까지의 예측치의 안정성을 확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인공신경망 학습에 사용되는 부분(학습자료, in-sam-

ple)과 최종 식별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한 부분(검증자

료, out-sample)으로 분리

- 전체 자료를 5개(개월) 단위로 구분한 후 앞의 4개 관측치를 학습자료로 

사용하고 마지막 1개를 검증자료로 사용

- 이러한 학습과 검증자료의 구분은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흔히 제기되는 

과적합(over-fitting)1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16 인공신경망 모형은 은닉층과 노드 수를 조정함으로써 학습자료 내에서 거의 완전한 

적합(fitting)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이

러한 과적합 문제는 큰 가중치에 벌점을 부과하는 Regularization method와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중치 update를 조기에 중지시키는 early stopping 방법이 주로 사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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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기경보지수 도출

○인공신경망의 학습성과 비교를 바탕으로 1개의 은닉층과 6개의 은닉층 노드

를 갖는 망구조를 최종 식별

- 최종 망구조는 예측력을 기준으로 식별

- 조기경보지수 산출을 위한 인공신공망 구조는 최종 식별된 망구조 및 학

습 기준을 사용하되 학습 자료는 학습 및 검증자료를 모두 포함한 전체자

료를 이용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를 3개월 선행하며 거의 

정확하게 위기지수를 예측하는 모습

그림 3-6.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주: 위기지수(CI)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함. 따라서 위기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위기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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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경보지수 비교 및 시사점

5.1. 조기경보지수의 위기지수 반영여부 검토

○신호접근모형과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는 2012년 국제곡물

시장의 위기예측에 한계를 보임.

- 특히, 신호접근모형은 2012년 위기의 조기경보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임.

○위의 3가지 조기경보지수는 모두 위기지수에 대해 3개월의 선행성을 유지하

여 위기 3개월 이전에 위기를 경보할 수 있게 설계됨.

- 인공신경망모형을 통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와의 3개월 시차상관계

수가 0.997로 가장 크게 계산

표 3-2.  종합선행지수의 기지수의 단순시차상 계수

　
시차

0 1 2 3 4 5 6

신호 근모형　 0.679 0.793 0.886 0.937 0.916 0.860 0.779

순 로빗모형 0.732 0.822 0.884 0.918 0.911 0.856 0.748

인공신경망모형 0.720 0.849 0.957 0.997 0.946 0.852 0.743

5.2. 위기발생확률의 정확성

○조기경보지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조기경보지수를 이용하여 해

당 기의 위기발생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위기발생여부와 비교

- 조기경보지수를 이용한 위기발생확률의 계산은 Kaminsky(1998) 방식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방법의 두 경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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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기발생확률과 실제 위기여부와의 비교는 QPS(Quadratic Probability 

Score)와 LPS(Log Probability Score) 산식을 이용17

○QPS와 LPS를 통한 정확성 검정에서 신호접근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여타 조기경보지수의 경우 위기

지수 하락 시 선행하여 하락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QPS와 LPS 검증결과가 조기경보지수의 위기지수 추이 반영정도

와 차이가 존재

표 3-3.  기확률의 정확성 검정

기발생확률()

Kaminsky(1998) 방법 Probit 방법



신호 근모형 0.160 0.162

순 로빗모형 0.337 0.283

인공신경망모형 0.318 0.313



신호 근모형 0.135 0.121

순 로빗모형 1.174 0.548

인공신경망모형 1.566 0.610

5.3. 소결

○각 조기경보지수는 해당 지수산출시 사용한 모형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발생

한 위기의 특성(패턴)에 따라 예측력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신호접근모형과 순위프로빗모형의 경우 설명변수가 다양한 패턴으로 위

17 QPS와 LPS는 각각   


  



  
과  



  



 ln ln 로 계

  산. 는 시점에서 시점까지의 위기발생확률(Kaminsky 방식 혹은 Probit 모형으

로 추정된 확률)을 의미하며 는 동기간 위기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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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설명변수와 위기지수간의 관계를 지

나치게 단순화하여 예측력에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본고에서 사용된 신호접근법을 통한 조기경보지수는 선행변수의 선

행시차변수를 사용함에 따라 위기예측력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인공신경망 모형은 다양한 패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보다 정

확하게 판단하고 선형함수 형태와 같은 모형설정을 위한 가정이 필요 없

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여타 모형의 함수형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형태

를 취하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모수적 방법론에 비해 장기적 예측에 한

계가 존재

○이상에서 사용한 모형의 내재적 장단점과 기 구축된 여타부문에서의 조기경

보모형의 운영실적을 보면 특정 모형에 근거한 기계적 위기단계 판단은 오

류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모형의 결과를 종

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조기경보모형은 과거의 위기발생 패턴에 기반하여 미래에 올 위기를 예

측하는 것이나 미래의 위기는 과거의 패턴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새로운 

패턴 및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상의 조기경보 모

형을 이용한 예측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각 지수가 특정 경보수준을 나타낼 경우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을 찾

고 여타 모형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하나의 모형에 의존

한 조기경보시스템에 비해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각 지수의 결과를 가중 평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 각 모형이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한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결

과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최종 조기경보수준의 판단은 모형에서 도출된 조기경보지수 이외에 국제곡

물 관측과 국제곡물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정성/정량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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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높은 수준의 경보단계 판단은 조기경보지수에 더하여 정성적 자료 

분석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 예측력을 제

고할 필요성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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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1. 조기경보시스템 구조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모형 및 국제곡물관측을 통해 국제곡

물시장의 위기 경보단계를 판단하는 부분과 국내의 파급영향을 고려한 경보

단계별 대응책인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

- 국제곡물시장의 위기 경보단계 판단은 우선 국제곡물시장을 바탕으로 한 

조기경보지수로 판단하며 매뉴얼 적용단계에서 환률 등을 포함한 국내시

장 파급영향을 고려함. 

○위기 경보단계 판단은 조기경보모형을 통해 위기를 선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하는 부분과 국제곡물 관측을 통한 수급상황 모니

터링 부분으로 구성

- 국제곡물 관측은 조기경보지수 산출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하며 최종 위

기 경보단계 판단 시에는 정성적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곡물시장 관련 

자료의 확보와 축적을 통해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의 토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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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경보지수는 정량적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곡물시장의 위기를 예측하

는 것으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조기경보모형을 이용

- 경보단계는 조기경보지수를 바탕으로 국제곡물 관련 정보와 전문가 의견 

등 정성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

그림 4-1.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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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계별 매뉴얼 적용은 국내 파급영향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최종 위기

대응 매뉴얼 적용단계를 판단

- 특히, 높은 수준의 경보단계(경계, 심각)에서는 별도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매뉴얼 적용단계를 결정

- 국내시장 파급영향 및 취약성 평가는 최종 매뉴얼 적용단계 결정 시(전문

가 자문회의) 관련 자료를 제공. 또한 이러한 단기적 위기대응으로 해결

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장기적인 과제수행 필요성 

제기1

2. 국제곡물시장의 위기경보단계 판단

2.1. 조기경보 모형

○조기경보모형은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위기지수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하여 위기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함. 

- 국제곡물 시장의 위기는 ‘국제곡물 가격 급등 및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국내물가에 상당한 파급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로 정의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국제곡물 시장(가격)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설명변수와 조기경보 모형

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수

-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국제곡물 수급, 거시경제 상황 등의 

관련변수를 이용

 1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구조적 취약성 개선을 위한 과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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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지수 계산은 신호접근모형, 순위프로빗모형, 인공신경망모형의 세 

가지 모형2을 이용하여 계산

- 이러한 다양한 조기경보모형의 활용은 개별 모형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

하게 하여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3

2.2. 국제곡물 관측

○국제곡물 관측4은 국제곡물의 수급 및 가격의 모니터링과 단기전망을 주요 

내용5으로 함.

- 주요 국제곡물(밀, 옥수수, 콩, 쌀)을 대상으로 국제곡물 수급 모니터링 및 

전망, 가격 모니터링 및 단기전망을 수행

- 국제곡물 수입단가 전망과 식품·사료물가에 대한 파급효과 전망을 포함

○조기경보지수 산출 시에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조기경보단계 판단 시에

도 정성 및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2 이상의 3가지 모형은 현재 우리나라에 기구축된 5개 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의 주요 조

기경보모형으로 이용되고 있음. 현재 구축된 조기경보시스템은 대외(신호접근모형), 

금융(금융시장:신호접근모형, 금융산업:주성분분석), 원자재(석유시장:인공신경망모

형, 기타원자재:신호접근법, 국제곡물:신호접근법), 부동산(토지:신호접근법&프로빗

모형, 주택:신호접근법&프로빗모형), 노동(고용:순위프로빗모형, 노사관계:회귀분석

&신호접근모형) 등의 5개 부문(10개 세부부문)임.

 3 각 모형은 내재적인 장단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곡물분야 적용 시의 적합성 

등에 차이가 발생하여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모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각 모형

에서 도출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 및 위기지수 설명력, 선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함.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 8월부터 국제곡물 관측(월보)를 매달 발표함. 자세한 

국제곡물 관측(월보)는 본원 관측센터 웹페이지(http://aglook.krei.re.kr/index.jsp)를 참조
 5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상의 내용을 포괄하는 국제곡물 월보를 매월 발행. 따라서 

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월보가 ‘국제곡물 관측’부분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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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취약성 평가와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단계 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관련 자료를 제공

2.3. 조기경보단계 판단

○조기경보 단계는 조기경보지수와 국제곡물시장의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종

합하여 판단

- 각 경보단계는 조기경보지수에 더하여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 전

망 관련 정량 및 정성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국제곡물시장 위기수준에 대한 조기경보 단계는 안정, 주의, 경계, 심각의 4

단계로 구분

표 4-1.  국제곡물시장의 기단계 구분

단계 조기경보지수(EWI) 범 상황

안  정

(Green)

조기경보지수의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0배 이하(백분  50% 이

하)의 지수 범  이내

수 과 가격이 안정 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

주  의

(Yellow)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0배 이상 

0.5배미만(백분  50%~70%) 의 

범

다소의 수 불균형과 외부(거시경

제 요인 등)요인으로 경계단계로 

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경  계

(Orange)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0.5배 이

상 1.0배미만(백분  70%~85%)

의 범

상당한 수 불균형  외부요인으

로 가격이 상승하여 국제곡물 련 

국내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단계

심  각

(Red)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1.0배 이

상(백분  85% 이상)의 범

한 수 불균형  외부요인으

로 가격이 등으로 국제곡물 련 

식품  사료 구매 비용 부담이 매

우 커지는 단계 

주: 각 경보단계는 조기경보지수와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전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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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보단계별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

3.1.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단계 판단

○낮은 수준의 경보단계(안정, 주의)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위기대응 

매뉴얼을 적용하고 높은 수준의 경보단계(경계, 심각)에서는 별도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 수준을 결정

- 높은 수준의 경보단계에서는 국내 사료 및 식품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전문가 자문회의는 국제곡물 구매 사업자, 학계, 정부, 국제곡물 조기경보시

스템 운영진 등의 국제곡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진은 국제곡물 조기경보수준 판단 자료에 

더하여 국제곡물 국내수입 단가, 환율, 식품‧사료물가, 식량안보 지수, 저

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 등의 동향 및 전망자료를 제공

- 다만, 동일한 위기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를 생략하고 동일 수준의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할 수 있음.

3.2. 위기대응 매뉴얼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은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이나 높은 수준의 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수입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사료가격 인상으

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7년 이후 3번의 위기상황을 기준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함.

○대응원칙: ① 안정 및 주의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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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약분야를 점검 ② 경계 단계는 심각단계를 대비하여 준비 ③ 심각단계

에서 파급영향 완화를 위한 직접적 조치 수행

그림 4-2.  기단계별 주요 조치사항(안)

안정/주의 단계: 조기경보지수 백분위 70% 이하

 모니터링: 수급, 가격 동향 및 전망자료 수집‧분석

 공급측면: 주요 국제곡물 장기 선도구매 유도

 소비: 대국민 홍보채널 운영

경계 단계: 조기경보지수 백분  70%∼85%, 국내 물가 상승 우려

 모니터링: 안정/주의단계 조치사항 강화
 공 측면: 민간 기업의 곡물확보(재고  선도 구매량 등) 황 악. 주요  곡물의 긴

 수입선 확보방안 모색 등

 유통: 시장 교란요인에 한 모니터링 강화 
 소비: 음식물 쓰 기 이기 운동 개

 조직체계: ‘국제곡물자문 원회’를 개최하여 응방안 논의

심각 단계: 조기경보지수 백분  85% 이상, 국내 물가 큰 폭 상승 상

 모니터링: 안정/주의단계 조치사항의 강화
 공 측면: 공 부족 우려 곡물의 긴  수입선 확보. 주요 국제곡물 수입 시 할당 세 

용. 주요 국제곡물의 한시  수입통 차 간소화. 수입물량 확보를 한 융지원 등

 유통: 경계단계 책의 강화. 사료·식품 가격 인상 자제 유도. 통상규격 이외의 물품 유
통허용 고려

 소비: 경계단계 책의 강화
 조직체계: ‘국제곡물자문 원회’를 개최하여 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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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14
(추정)

2014/15
(9월 망)

2014/15
(10월 망)

월 비 
증감률(%)

년 비 
증감률(%)

생산량 711.39 709.15 715.30 0.9 0.5

소비량 699.80 710.97 718.42 1.0 2.7

기말재고율(%) 25.1 24.2 24.1 -0.1%p -1.0%p

제 5 장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10월 사례)

1. 국제곡물 관측

1.1.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전망

○ 10월 2014/15 양곡년도 세계 주요 곡물 수급전망치는 9월 전망치 대비 개선

- 세계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 쌀) 생산량은 9월 전망치 대비 0.7% 증가

가 예상되며 기말재고율은 0.1%p 상승한 26.5%를 예상

표 5-1.  주요 국제곡물 수 망

단 :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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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14
(추정)

2014/15
(9월 망)

2014/15
(10월 망)

월 비 
증감률(%)

년 비 
증감률(%)

옥
수
수

생산량 983.21 979.56 985.90 0.6 0.3

소비량 909.46 927.24 930.13 0.3 2.3

기말재고율(%) 23.5 27.6 27.9 0.3%p 4.4%p

콩

생산량 282.15 303.14 309.76 2.2 9.8

소비량 269.65 282.98 284.34 0.5 5.4

기말재고율(%) 23.6 28.0 29.0 1.0%p 5.4%p

생산량 487.18 489.67 487.85 -0.4 0.1

소비량 478.00 484.79 484.69 0.0 1.4

기말재고율(%) 25.9 26.1 25.8 -0.3%p -0.1%p

체

생산량 2463.93 2481.52 2498.81 3.3 10.7

소비량 2356.91 2405.98 2417.58 1.8 11.8

기말재고율(%) 24.5% 26.3% 26.5% 0.1%P 2.0%P

  주: 공급량(생산량, 이월재고량) 전망치는 각국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보고서를 이용

하였으며, 공급량 이외의 전망치는 KREI 국제곡물모형 (GEM-LOCS)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10월호)

2. 국제곡물 가격동향 및 전망

○ 2014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3/4분기에 이어 하락세 지속될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유가 등의 국제곡물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요인들과 우호적인 곡물수급전망 등으로 3/4분기는 전 분기 대

비 19.6% 하락하였으며 4/4분기도 9.1% 하락이 예상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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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제곡물 선물가격 망

단위: 2000년1월=100, %

구분 가격지수* 변화율

2012
3/4분기 338.5  21.8

4/4분기 312.1  -7.8

2013

1/4분기 297.5  -4.7

2/4분기 292.8  -1.6

3/4분기 260.4 -11.1

4/4분기 253.4  -2.7

2014

1/4분기 256.7   1.3

2/4분기 273.9   6.7

3/4분기(추정) 220.3 -19.6

4/4분기( 망) 200.3  -9.1

주 1) 선물가격지수는 주요곡물인 밀, 옥수수, 콩, 쌀이 포함되며, 국제곡물 이사회(IGC) 곡물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

2) 선물가격지수는 해당분기의 평균선물가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국제곡물 관측월보(10월호)

3. 조기경보 지수

○조기경보모형 운영 결과, 인공신경망 모형, 신호접근법, 순위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10월의 조기경보지수는 세 모형 모두 동일한 수준의 위기신호를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  모형별 조기경보지수 

인공신경망 모형 신호 근법 순 로빗 모형

2014년 8월 -0.652 -1.129 1.064

2014년 9월 -0.634 -1.137 1.024

2014년 10월 -0.726 -1.16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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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조기경보지수는 8월에서 10월로 갈수록 

하락세가 심화됨.

그림 5-2.  기지수와 각 모형별 조기경보지수 추이

3. 조기경보 단계

○국제곡물 분야 경보단계를 ‘안정’ 단계로 판단

- 작년에 이어 국제곡물 2014/15년도 수급전망이 양호하며 국제곡물 가격

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각 모형의 조기경보 지수는 모두 ‘안정’ 단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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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곡물 관련 국내 동향 및 전망

4.1. 수입단가 동향 및 전망

○국제곡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2014년 4/4분기 국제곡물 수입단가는 하락 전망

- 4/4분기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전 분기 대비 각각 6.1%, 2.9% 하

락 예상

그림 5-3.  국제곡물 수입단가 측

단 : 2010년 1월=100

구분 식용 사료용 

2012
3/4분기 137.5 121.0 

4/4분기 143.8 121.1 

2013

1/4분기 149.4 133.4 

2/4분기 152.9 133.5 

3/4분기 146.3 122.3 

4/4분기 131.2 109.9

2014

1/4분기 121.8 110.4

2/4분기 118.5 107.2

3/4분기(추정) 121.5 110.2

4/4분기( 망) 114.1 107.0

  주: 수입단가는 품목별 식용, 사료용 국내 수입량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대미 환율

을 반영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국제곡물 관측월보(10월호)

4.2. 식품‧사료물가 동향 및 전망

○ 2014년 4/4분기 국내 사료물가는 전 분기 대비 0.7% 하락하나 국제곡물 관

련 식품물가는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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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국제곡물 수입단가 측

단 : 2010년 1월=100

구분
식품가

격지수

사료가

격지수

2012
3/4분기 111.2 116.5

4/4분기 112.5 116.8

2013

1/4분기 114.4 119.0

2/4분기 116.2 119.6

3/4분기 116.2 120.0

4/4분기 118.0 119.4

2014

1/4분기 121.1 118.2

2/4분기 122.8 117.7

3/4분기(추정) 123.0 116.6

4/4분기( 망) 123.4 115.8

주 1) 수입곡물 관련 식품가격지수는 밀가루, 부침가루, 국수, 라면, 식용유, 두부, 장류, 과자

류, 빵류, 두유로 구성되며, 통계청 물가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 

2) 사료가격지수는 축우용, 양돈용, 양계용으로 구성되며, 통계청 물가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제곡물 관측월보(10월호)

4.3. 식량안보지수 및 분위별 식료품비

○ 2014년 2/4분기 소득수준 1분위 가계지출에서 곡물관련 식료품비가 차지하

는 비중은 8.2%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 반면, 5분위는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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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소득 분 별 가계지출에서 곡물 련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

　 1분 2분 3분 4분 5분

2012 1/4 8.4 6.7 5.9 5.3 4.1

2012 2/4 7.7 6.6 6.0 5.2 4.1

2012 3/4 8.9 7.4 6.4 5.7 4.4

2012 4/4 8.6 6.9 6.2 5.3 4.3

2013 1/4 8.2 6.6 5.7 5.1 4.1

2013 2/4 7.7 6.8 5.9 5.3 4.2

2013 3/4 8.6 7.2 6.3 5.7 4.3

2013 4/4　
9.0 7.1 6.4 5.4 4.4

(4.8) (2.4) (2.1) (3.4) (2.0)

2014 1/4　
8.2 6.6 5.7 5.0 3.8

(0.1) (0.2) (0.1) (-1.9) (-5.2)

2014 2/4　
8.2 6.9 6.0 5.5 4.1

(7.3) (2.7) (1.9) (2.9) (-0.7)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 2013년 식량안보 종합지수는 33.0으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G20 국가

들 중 16위 기록 

표 5-4. 한국의 식량안보지수

역 하부 역 가 치(%) 2012년 2013년

가용성
국제  교역 30 11.9 8.9 

국내 20 13.0 16.5 

근성
가계 20 34.8 37.1 

국가 10 25.1 25.1 

안 성  양
안 10 88.1 88.1 

양 10 82.8 82.8 

종합지수 3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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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례연구

1. 해외사례

1.1. 일본 식량안전보장정책

1.1.1. 일본 식량안보정책 개요

○일본은 자국 내 생산기반을 기본으로 하여 자국의 농정을 통해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은 곡물자급률에 특별한 목표치를 두지 않고 열량과 생산액을 기준

으로 전체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결정하는데, 이는 해외 농업투자에 따

른 곡물 자주율이 이미 높은 상황이기 때문임.

- 2011년 기준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은 40% 수준이며 2015년까지 50%를 

목표로 함.

* 1인당 1일 칼로리 공급량(국내공급열량, 비중) = 2,436kcal(941kcal, 39%)

* 식량 소비 총액(국내 생산액, 비중) = 14조 5,434억 엔(9조 6,573억 엔, 66%)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 내 생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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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 증대 방안으로 농지 확보·정비, 후계자 확보·육성, 농업기술 수

준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 공급을 확보하고 강화하고

자 함.

1.1.2. 일본 식량안전보장정책

○일본의 식량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증대를 목표로 하나, 국내외 기상

이변 등에 따른 식량공급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유사시 식량안전보

장 매뉴얼’을 구축하여 활용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은 특정요인에 의해 식량공급에 불안정한 요소

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으로 위기등급을 구분하고 정부 및 기관을 통해 시

행할 대책의 기본적인 내용, 근거 법률, 실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위기의 등급은 위기의 시작단계인 ‘레벨 2’부터 최고등급인 ‘레벨 0‘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대응책을 설정함. 

- 일본은 G20에서 운용되는 AMIS1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위

기에 대한 판단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량안전보장과에서 판단하여 대응함. 

- 또한 사태가 레벨1보다 심화될 경우 농림수산성대책본부 및 정부대책본

부를 설치하여 위기 대책을 마련함.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의 구분

- 레벨 2 : 국민 1인 1일 공급열량이 2,000kcal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발생 가능한 경우: 곡물, 대두 및 관련제품의 수입이 대폭 감소 등

- 레벨 1 : 특정품목의 공급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발생 가능한 경우: 쌀의 대흉작 발생, 주요 수출국의 수출규제 실시 등

- 레벨 0 : ‘레벨 1’ 이후의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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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가능한 경우: 일본의 대흉작 예상, 주요 수출국의 대흉작 및 수출

규제 예상, 주요 수출국의 정치적 불안 및 사고에 의한 무역 혼란 등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별 대책

- 레벨 2 : ➀ 공급 확보대책

* 생산전환, 기존 농지이외의 토지 이용

        ➁ 할당·배급 실시

        ➂ 물가통제령에 의한 가격 통제

        ➃ 농림수산업자에 석유 우선공급

- 레벨 1 : ➀ 공급 확보대책

* 긴급증산, 생산자재 확보대책

        ➁ 가격·유통 안정대책

* 적절한 유통확보를 위한 지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근거한 가

격규제

- 레벨 0 : ➀ 공급 확보대책

* 비축활용, 수입확보, 식품산업관계자를 통한 매점·매석 방지

        ➁ 가격·유통 안정대책

* 가격동향 조사 및 감시, 관계사업자에 요청, 지도 

1.1.3. 일본 식량안전보장정책의 시사점

○식량안전보장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기반은 

국내 생산에 있다는 전제 하에 수입과 비축 등을 조합하여 식량안보를 달성

하는 전략임.

○또한, 식량정책에 ‘유사시’ 개념을 도입한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태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구해야할 대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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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을 통한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은 대내적으로는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지표화하고 동시에 농업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외적

으로는 DDA협상에서 농업보호의 근거를 확보함. 

1.2. FAO: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1.2.1. GIEWS 개요

○ 1970년대 식량위기를 경험한 이후 개발되어 각국의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

에 관한 정보 제공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1970년 대 초 FAO는 식량위기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GIEWS팀을 

설립

○GIEWS의 목적은 식량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임.

- 정량적 수치로 경보단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세계 각 국의 작황, 식량 

수급, 수출가격 등의 상시 모니터링 방식 

- 정기 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

- 식량 원조국과 관련 기관들은 GIEWS의 주 수요자이자 시스템 개선과 정

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EU, UN, OECD 등)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전 세계 115개 정부, 국제기구 등과 함

께 협력하여 경제, 정치, 농업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 비정부기구들(NGOs)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내전국가와 같은 정보수

집이 어려운 국가들의 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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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1-1.  GIEWS 체계도

자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1.2.2. GIEWS 정보제공 체계 

○GIEWS는 지속적으로 식량생산, 교역, 원조, 재고, 소비, 강수량, 작황상태에 

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를 시계열 데이터로 제공함.  

- 정보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EU집행위원회, NASA 등

과 협력하여 “전산 워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는 곡물 수급표, 지도, 

도표, 위성이미지, 인터넷 뉴스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아프리카와 같은 가뭄이 심한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유럽 기상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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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등과 협력하여 실시간 강수량 모니터 및 작황상태 파악가능

○주요 발간물을 발행하여 인터넷과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

- 주요 발간물은 Food Supply Situation and Crop Prospects2, Global Price 

Monitor3, Food Outlook4, Foodcrops and Shortage5가 있음. 

○GIEWS에서 말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식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 하여 수집된 정보와 발간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 따라

서 조기경보 지수를 개발하고 경보단계를 설정하는 연구와는 접근법이 다름.

1.3. IMF-FSB 조기경보시스템

1.3.1. IMF-FSB 조기경보시스템 개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G20은 위험요인과 취약점에 대한 감지 능력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IMF(국제

통화기금)와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개

선방안을 작업함(김정한. 2012). 

○개선방안은 조기경보시스템의 목표가 위기발발 시점의 예측이 아닌 경제 및 

금융부문의 취약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김정한. 2012).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량 비상사태와 식량원조가 시급한 국가들에 중점
 3 식량안보에 중요한 주요 곡물가격과 세계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4 개인 및 기관에 배포되며 전 세계 곡물 수급상황, 수출가격, 해상운임정보 및 비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5 1년에 5회 발간되며 특정 국가의 생산, 소비, 교역, 재고에 관한 정보 및 식량부족 

국가의 식량안보 지표 제공



65

- 경제 및 금융부문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기가 발생하나 한 부문의 과거 

위기발발의 요인분석만을 통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기시점의 예측보다는 위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취약

점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부문별(부처별) 위험요

인이 아닌 경제와 금융의 상호 연계되어있는 부문의 영향을 파악하여 이

를 사전에 감지하여 정책적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통계적 모형을 통한 위기의 예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및 금융부문의 전문가 집단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감지해야 함을 지적함.   

부그림 1-2.  IMF-FSB 조기경보시스템 체계도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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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IMF-FSB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성

○부문별로 위험을 발견(판단)하여 이를 취합함. 각 부문은 아래와 같음. 

- 금융위기의 악화와 신용규제 

- 정부 금융위험과 정책의 한계

- 장기적 글로벌 자산과 재화 가격의 디플레이션

- 근시안적인 정책 반응과 보호주의

- 중기적으로 위기조치로부터 disorderly exit

○조기경보시스템에 사용된 IMF의 모델과 지표들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되어 발표됨. 조기경보시스템은 크게 3부분과 29개의 세부 지표들로 구

성되어 있음. 각 부문은 크게 부문별 시장에 따른 취약성, 국가수준에서의 

위험을 측정하는 모형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의 파급정도에 대한 부문으로 

나뉨. 

○ IMF에서는 각 부문별 지표들을 통합하여 국가 혹은 지역별 취약성에 높음

(high), 중간(medium), 낮음(low) 3단계로 등급을 매김.  

1.3.3. IMF-FSB 조기경보시스템 구성6

○부문별·시장별 취약성

- 외적부문 위험과 취약성: 외적부문의 불균형들은 많은 위기들의 원인이 됨.

· 크로스보더7 자본흐름(cross-border capital flow)

· 외부의 자금조달 차이(external financing gaps) 

· 외부의 불균형(external imbalances)

 6 IMF. 2010을 참고하여 작성함. 

 7 크로스보더란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타결됨에 

따라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 자유화된 것을 말함(중국금융경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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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위험에 대한 확률(probability of an external crisis)

· 환율의 조정불량(exchange rate misalignment)

- 국가재정 위험과 취약성: 국가 재정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는 위기를 예

측 가능함. 

· 부채상환의 연장과 금융 위험(rollover and financing risks)

·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충격의 예민한 정도(sensitivity of public sector 

debt to adverse shocks)

· 국가부도 위험에 대한 시장의 인식(Market’s perceptions of sovereign 

default risk)

· 재정압박으로 부터의 전염위험(contagion risk from fiscal distress)

· 재정건실화가 요구되는 규모(required scale of fiscal consolidation)

· 재정위기의 확률(probability of a fiscal crisis)

- 기업부문의 위험과 취약성: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같이 기

업부문의 취약성은 종종 위기의 주요한 역할을 함. 

· 영향력, 자산의 유동성과 기업의 수익성(Leverage, liquidity, and profit 

ability)

· 파산확률에 대한 주식의 가치(stock valuation and default probabilities)

- 자산가격, 시장가치와 거품의 출현: 자산가격의 거품은 이들이 극에 달했

을 때, 실질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됨.    

· 부동산의 거품

· 주식시장의 거품

· NPLs와 거시경제 성과와의 피드백루프(feedback loops between NPL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 금융시장 위험자세: 현재의 고도로 통합된 금융 시스템, 시장 세분화와 변

동성에 있어 이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과 여파(spillover)의 근원은 매

우 중요함.

· 국제 재정 안전성 지도(global financial stability map)

· 자산과 시장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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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험 모형(Country Risk Models)

- 위기 위험 모형(Crisis Risk Models): 모형은 각 국가가 특성 타입의 위기

를 격을 확률에 대해 추정함.  

- 위기 지속 모형(Crisis Duration Models) 

- GDP-at-risk

○파급효과 분석(Drawing Systemic Implications)

- 파급효과 및 전이 분석(spillover and contagion analysis): 본 조기경보시스

템은 다른 경제로부터의 충격이 각 국가의 취약성에 어떻게 전염되고 영

향을 미치는지 그 상호보완성에 대한 분석도구를 사용함. 

· 금융 시장 자료를 이용한 전이 및 파급효과 분석

·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전이 및 파급효과 분석

부그림 1-3.  Coverage of Bank spillover analysis 모식도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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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금융기관들의 분석(analysis of large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 

(LCFI)): 최근의 국제 경제 위기를 볼 때 서로 연계되어있는 금융기관들

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각 대형금융기관의 취약성

· 국가수준의 은행 취약성 측정

·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과 여파

- 국제 시나리오(global scenarios): IMF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나리오 별 거

시경제 모형들을 사용함. 

· 국제관측모형(The Global Projection Model: GPM)

· 국제 통화와 재정 모형(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 

(GIMF))

· 미국경제의 통화와 국가재정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FISCMOD)

· 관측되지 않은 요소들의 패널 모형(A Panel Unobserved Components 

Model) 

2. 국내사례

2.1.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

2.1.1.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 개요

○ 2003년 하반기에서 2004년 상반기에 걸쳐 예상치 못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이 급등

- 이에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은 제조업의 주요 투입물인 주요 원자재

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급등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 체제를 구

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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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의 목적은 원자재시장의 수급요인과 시장정보

를 활용하여 가격변동을 예측하고 조기경보에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가격 변화 패턴을 예측하

여 조기경보의 발동 절차, 보고서 작성 및 이용 방안을 제시 함.  

2.1.2.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 분석모형

○일반원자재 위기는 ‘국내에 직접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원자재 가격 및 수급

이 안정적 상태를 벗어난 경우’로 정의됨. 

○일반원자재 가격지수의 산출을 위한 품목은 ①한국의 수입규모, ②중국의 

수입규모, ③수입원자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36개의 품목을 선정함. 

- 선정된 품목과 수입협회에서 취합 가능한 품목 중 공통 품목 17개를 선정

하여 가격 지수를 산출  

○가격지수로부터 위기신호를 추출하고 신호접근법을 통해 원자재가격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선행지수를 구성함. 

- 선행지수는 ①실물부문, ②교역부문, ③금융부분으로 나뉨. 

* 실물부문: G7의 GDP차이와 중국 GDP 차이를 변수로 설정

* 교역부문: 달러의 실질실효환율을 설정

* 금융부문: 미 연방기금 목표금리의 변동과 실질장기금리의 변동성을 

설정  

○원자재 가격지수에 대한 조기경보지수는 약 8개월의 선행성을 보임. 

- 부문별로는 위기신호 발생이전에 실물부문은 7개월, 교역부문은 15개월, 

금융부문은 12개월에 선행신호를 발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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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 분석모형의 활용과 한계

○단계별 위기 구분: 임계수준에 따라 ①정상 ②위기 ③경고 ④심각 ⑤위험으

로 구분

- 위기구간의 설정은 표본기간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간별 임계수준을 

결정함. 

○위기구간 설정에 따른 원자재 조기경보지수는 2003년 1월 위기가 최초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월에는 경고, 2004년 4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함. 

○단계별로 위기에 대한 징후가 나타남.

- 1단계: 가격상승의 초기 단계로 공급 대비 초과수요 압력이 가시화되는 특징

- 2단계: 초과수요 압력 확대와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악화로 투기세력 진입 가능

- 3단계: 수출국의 공급이 제한됨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으로 가수요 발생

- 4단계: 수출국의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출금지조치 등으로 수급난 

발생

○본 연구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선행지표들의 위험 발생여부와 정도는 대외 경제여건과 기간에 따라 상

이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향후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공급능력 개선 등에 따른 가격변동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질 원자재 가격을 달러로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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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

2.2.1.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 개요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의 금융위기(2003년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1월 경제전반에 

걸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추진

- 동 계획에 따라 8개 경제부문*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대외, 금융시장, 금융산업, 석유시장, 기타 원자재, 부동산(주택 및 토

지), 고용시장, 노사관계 

- 이 중 금융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담당

○금융감독원의 조기경보시스템 특징

- 개별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모형과 별도로 금융산업에 적용되는 위험지수 

및 위험선행지수 모형 구축 → 금융산업별 위험수준 및 추이 파악 가능

-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조기경보모형에 반영(시장정보, 거시경제변

수를 모형의 설명변수에 포함) → 시장참가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그널 생성

- 금융권역별로 다수 모형을 구축․운용, 다양한 형태의 조기경보지수 산

출 → 모델링 위험 최소화

2.2.2.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성

○위험지수(Risk Index) 모형

- 기준연도의 위험지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연도의 상대적인 위험지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냄. → 시기별 위험수준의 추세(증가 또는 감소) 식별 가능

* 위험지수: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위험도와 관련이 높은 일련의 재무변수 

및 거시경제지표를 식별한 뒤 이를 하나의 지수로 종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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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조기경보모형 중에서 가장 적용범위가 넓고 대표적으로 이용

- 위험지수 산출 절차 

· 1단계: 후보변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총 53개)

   * 계량지표, 재무변수, 거시경제변수(GDP 증가율, 주가지수 상승률, 금

리, 업종서비스지수)

· 2단계: 분석기간의 결정(최소 3년~일반적인 경우 5년)

· 3단계: 후보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

    * 외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 분석(순위프로빗모형)

    * 부실발생 여부와의 상관관계 분석(Kendall’s tau) 

    * 커버리지비율(coverage ratio)과의 상관관계 분석(OLS)

· 4단계: 주성분분석*을 통한 최종 구성지표의 선정

 *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결과 산출된 주성분비

율(주성 계산에 사용하는 특성벡터 또는 민감도 계수)은 해당 주성분

에 대한 구성지표들의 기여도를 나타냄. 이론적 부호가 음(－)인  것

은 위험수준을 증가(위험지수 상승)시키는 요인, 양(+)은 위험수준을 

감소(위험지수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

· 5단계: 종합지수(위험지수)의 작성

· 6단계: 위험지수 구성지표별 기여도 분석

- 위험지수 한계 

· 위험지수는 절대적인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시점

에 대한 시기별 상대적 위험수준만을 나타냄. 즉, 위험수준의 증감 추

이만을 나타낼 뿐 증감의 크기를 나타내지 못함. 

· 현재의 위험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미래의 부실가능성을 예

측하기 위한 모형이 아님.

· 금융권역별 위험지수의 구성 지표가 상이 → 위험지수의 금융권역간 

비교 불가능

· 위험지수는 특정 금융회사의 시기별 위험수준의 추이만을 나타냄. → 

동일 금융권역 내의 금융회사별 위험의 분포 파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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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험지수(Anchored RI)

· 위험지수의 이상과 같은 한계점을 일부 보완하여 동일 권역 내 금융회

사 간 위험수준의 비교를 가능케 함.

○위험선행지수모형(Leading Risk Index)

- 미래(6개월 후)의 위험지수를 예측함과 아울러 위험지수가 상승할 확률을 

산출→ 위험지수모형의 단점을 보완

- 위험선행지수 산출 절차 

· 1단계: 불안정한 시계열을 안정 시계열로 전환

· 2단계: 설병변수의 선정

  → 후보변수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호가 예상과 일

치하고 회귀계수가 유의한 변수들을 최종 설명변수로 선택

· 3단계: 위험선행지수의 시산

· 4단계: 위험상승확률의 산출

- 위험선행지수모형 한계

· 사용된 설명변수의 타당성

  → 위험지수에 대해 선행성을 갖는 설명변수의 추가발굴 등 위기선행지

수의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미세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로짓모형 유의성 저해 가능성

○이 외에 통계CAEL(Statistical CAEL) 모형, 자본적정성 예측모형(Capital Adequacy 

Prediction Model), 신용등급 예측모형(Credit Rating Prediction Model), 부도

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 EDF) 모형 등이 운용되고 있음.

2.2.3.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 발전 방향

○조기경보모형의 신뢰도(예측력)는 모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가용성, 정확

성 그리고 시의성에 크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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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정확도와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감독 통계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할 것.

○조기경보모형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성립한 인과적 관계가 미래에도 성립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함. 따라서 금융환경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에 변화

가 발생할 경우 조기경보모형의 예측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 조기경보모형의 유의성과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형의 미조

정 또는 개선 작업 필요

○예측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기경보모형 추가적 개발․운용 및 정성적

(qualitative) 분석 기능 보완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모형 

개선 및 조건부(conditional)예측 모형*의 개발 노력

- *계량기법에 의한 조기경보모형은 대부분 비조건부(unconditional) 모형임.

- 대부분 설명변수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장래의 금융회사 

도산 또는 부실화 가능성을 예측함. 따라서 설명변수가 장래 특정한 값을 

가질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조건부(conditional) 예측은 실시하지 않음.

※ 국제금융센터 조기경보실내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모형

○FCI 신호접근법

- 국내거시지표위주 : 환율외환보유액⋯
- 환율과 외환보유액은 서로 반대의 방향성 가짐, 두 변수가 정상궤도 이탈

시 위기 상황 발생가능성 상승

○EMPI (외환시장 압력지수), 금융시장 스트레스 모형, 근접회기지수(단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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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석유위기 조기경보시스템

2.3.1. 석유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개요

○ 2000년 중반 중국경제의 급성장,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원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절실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석유 다소비형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석유의 공

급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국제유가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물가, 산업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 영

향력이 큰 상황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국내 경제 관리에 중요함.

○석유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목적은 유가 및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관찰하여 유가수준이 위험한 수준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유가 및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관찰함으로써 위험단계 진입 가

능성을 조기에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목적임.

2.3.2. 석유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분석모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과거 석유위기에 대한 유가변화, 원유 수급상황, 국제금융시장 부분에서 

인과관계 혹은 선행성이 높은 주요변수를 선정

- 개별 변수들이 기존의 위기상황을 잘 설명하도록 가중치를 비모수적인 

방법(신경망접근법)으로 산출

- 개별 변수 값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가중치를 종합하여 조기경보지수를 

수치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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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모형은 인간의 두뇌가 사물을 인지·경험을 통하여 추론하는 원리를 

이용한 모형으로 자료를 경험하여 학습, 분석, 인식하고 예측하는 모형

- 계량경제학적으로 신경망은 비선형의 다중회귀모형에 해당하나, 가정을 

최소화하고 자료 자체에서 학습을 통해 패턴을 찾기 때문에 유연성과 적

응성이 높은 모형임.

○신경망은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으로 구성

- 전이함수를 통해 상위층으로 신호를 전달함.

○과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때 위기신호 발생

- 현재 상황이 학습으로 찾아낸 과거 위기상황의 패턴과 유사한 경우에만 

위기신호를 발생시킴.

○조기경보지표는 위기상황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패턴에 대한 정보 및 원유생산량, 환율, 이자율 등의 움직임에 나타난 정

보를 모두 고려하고 난 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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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석유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분석모형의 활용과 한계

○단계별 위기 구분: 임계수준에 따라 ①정상 ②유의 ③경고 ④심각 ⑤위험으

로 구분

- 실질유가영향지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5단계의 구간을 설정

- 위기 구간의 정의는 위기경보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정의하여 함.

○단계별 위기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정상: 석유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

- 유의: 석유시장 상황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

- 경고: 석유시장 상황, 추세 등이 현저히 비정상인 경우

- 심각: 석유시장 상황, 추세 등이 현저히 심각한 경우

- 위험: 석유시장 상황, 추세 등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경

우로서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석유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한계점

-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변수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동의 지정

학적 리스크, OPEC의 정책변화 등 계량화가 어려운 비경제적인 요소들

을 고려하지 못해 실제 원유시장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지님.

- 학습에 의한 예측을 실시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위기의 원인과 과거 위기

의 원인이 상이할 경우 예측이 부정확할 가능성 존재

- 수많은 불확실성에 의해 중·장기 전망(6개월 이상)의 예측력이 떨어짐. 

단기(3개월 이하) 예측은 비교적 예측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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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2.4.1.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개요

○우리나라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곡물 수급과 식량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국

제곡물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알려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김태훈 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는 2008년 11월 곡물부문 조

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1회 조기경보지수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였음. 

2.4.2.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분석모형

○국제곡물 조기경보를 위한 분석모형은 원자재와 금융부문에서 사용한 신호

접근법을 사용함. 

○조기경보지수 개발을 위한 곡물 부문의 위기는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주요 

곡물의 수입가격이 안정적 상태를 벗어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밀, 옥수

수, 대두의 월별 수입단가를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위기지수를 

산출

○위기지수 구간 설정: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임계치(평균+표준편차의 1.64

배)를 설정하고 이를 상회하는 구간을 위기구간(1)과 정상(0)으로 설정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선행 설명변수로는 곡물의 

선물가격, 국제유가 선물가격, 곡물재고율, 곡물의 순매수포지션을 이용하였

으며, 각 선행설명변수들의 성격에 따라 수급 지표, 수급 외 지표, 선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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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가지로 구분하여 종합선행지수의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한 후 가중 합

산함. 

- 1단계: 신호접근법을 통해 각 선행변수의 최소 N/S 비율을 찾아냄.

- 2단계: 선행변수의 그룹별 N/S 비율로 가중평균한 지수를 만든 후 다시 

최소 N/S 비율을 찾아냄.

- 3단계: 각 그룹의 N/S 비율로 가중 합산하여 최종 종합선행지수를 산출함.  

○위기는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로 구분

- 정상: 평균보다 표준편차의 0.5배 이상의 구간

- 관심: 평균보다 표준편차의 1.0배 이상의 구간

- 주의: 평균보다 표준편차의 2.0배 이상의 구간

- 경계: 평균보다 표준편차의 3.5배 이상의 구간

- 심각: 평균보다 표준편차의 4.5배 이상의 구간

○조기경보모형의 선행성 및 정확도

- 시차상관계수를 통해 종합선행지수의 선행성을 살펴본 결과 약 1~6개월

의 시차를 두고 위기지수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임에 따라 선행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남. 

- Kaminsky(1998)가 이용한 QPS(Quadratic Probablity Score)를 적용하여 

종합선행지수의 정확도를 검정한 결과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QPS8는 0에서 2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종합선행지수의 QPS를 계산한 결과 0.19로 나타남. 

 8 QPS 산식은   


  



  으로, 는 종합선행지수가(t, t+h)기간 동안 위기가 발

  생할 확률을 의미하고, 는 동기간 실제 위기 발생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t, t+h)

기간 동안 위기가 발생하면 1, 아니면 0으로 표시된 이항변수이다(김태훈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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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이상의 국내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례에 대한 분석은 국제곡물 

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조기경보시스템 대표적 해외사례는 일본의 식량안보보장정책, FAO의 

GIEWS, IMF-FSB의 조기경보시스템 등이 있음. 

- FAO의 GIEWS는 식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 하여 수집

된 정보와 발간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조기경보 지수 

개발 및 경보단계 제공 목적의 연구와는 접근법이 다름.

- IMF-FSB 조기경보시스템은 위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

을 사전 감지하여 정책적 대응을 목표로 하므로 위기시점 예측에는 취약

할 수 있음. 

○국내 조기경보시스템은 일반 원자재, 금융 산업, 석유, 국제곡물 분야 등에

서 운용되고 있음.

-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은 신호접근법을 사용하여 원자재시장의 가

격변동을 예측하고 조기경보에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는 대외 경제여건 및 기간에 따라 선행지표들의 위험 

발생여부와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님. 

- 금융감독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은 비교적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조건부(unconditional) 모형에 의한 계량기법을 통해 예측하므로 장래의 

설명변수 수준이 현재와 다를 경우, 위기발생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한계점을 지님.

- 석유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은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변수들을 중심으로 신

경망 모형을 구축하므로 계량화가 어려운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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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학습에 의한 예측을 실시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위기의 원인이 

상이할 경우 예측이 부정확할 가능성 존재함. 

-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태훈 외, 2009)에서 

신호접근법을 사용하여 국내 최초로 국제곡물분야에 적용함. 그러나 본 

연구는 월별 수입단가를 이용하여 국제곡물의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간 

시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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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제곡물 가격 국내 파급영향 분석

1. 분석 내용 및 모형

1.1 분석내용

○국제시장에서의 곡물가격 변동은 최종적으로 국제곡물을 투입요소로 하여 

생산되는 국내 식품 및 사료 가격을 변동시킴.

- CBOT 선물가격 및 FOB 가격의 변화는 국제곡물의 국내도입시의 통관가

격(CIF)인 곡물수입단가에 반영됨.

- 곡물수입단가의 변동은 수입곡물 비중이 높은 국내 사료 및 곡물관련 식

품의 원재료에 반영되는데, 최종적으로 사료 및 곡물관련 소비자가격을 

변동시킴.

- 더하여 사료가격의 변동은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변동시켜 축산물의 소비

자 가격에 반영됨.

○본 장에서는 국제곡물 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의 사전작업으로 국제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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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의 국내 물가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곡물시장 조기경보지수의 위기구간 설정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자함.

- 국제곡물의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인 FOB 가격간의 반영시차에 대해 분석

함으로써 위기지표로서 선물가격과 FOB 가격간의 반영시차에 대해 분석

- 국제곡물 가격과 국내 수입단가 간의 시차를 분석함으로써 국제곡물가격

의 변동이 국내에 통관되는 시점의 가격인 수입단가에 반영되는 기간에 

대해 분석

- 곡물 수입단가의 국내 사료 및 곡물관련 식품물가에 대한 반영 시차 및 

정도를 분석하여 곡물수입단가의 국내 파급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함으

로써 조기경보시스템의 위기구간 설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

1.2. 분석모형

○추이 및 계절 변동성에 더하여 시계열 자료의 특성에 따른 변동성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 식(1)과 같은 ARIMA-ADL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장

기균형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오차수정모형(ECM: Error 

Correction Model)을 추가함.

○불안정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은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1 발생. 이러한 시계열적 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시계열 계량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ARIMA-ADL 모형을 적용

   
 

′   ··················································  식 (1)

- 단,  
 




,  

 




, 

 




이며 는 평

 1 불안정적 시계열() 간의 회귀분석은 오차항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오차항의 분

산이 일치추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t-값이 잘 못 계산됨. Granger and Newold (19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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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0이며 분산이 인 안정적인 시계열을 가정. 는 국내 사료, 식품 

가격 등 분석의 종속변수를 나타내며 는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 변수를 나타내는 벡터임. 

- 는 불안정 시계열을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는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분횟수를 나타냄. 통상적으로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Phillips-Perron 검정 등의 방법으로 시계열 

변수의 안정성 검증을 검증하고 불안정시 차분형태로 안정화 시켜 분석

- 불안정적인 시계열은 1차 차분을 통해 안정적인 시계열로 전환되는 경우

가 대부분임.  로 가정하면  
′는 다음과 같이 차분

형태로 전환되며 식(1)도 아래와 같이 식(2)로 전환됨.

     
′ ′

 



 
′ 

    
 



 
′    ···················································식 (2)

- 은 A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ged )모형의 시차 설명변수의 추

정계수를 타나내는 것으로 설명변수인  의 변화가 종속변수 로 어떻

게 전이되어가는가를 나타내는 전이함수(Transfer function)의 추정계수임. 

따라서 이러한 모형을 전이함수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함.

- 이러한 전이함수에 포함하는 시차()는 파급효과의 시차 정도 및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시차를 포

함하여 분석한 후 유의하지 않은 추정계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차를 

결정함.

- 따라서 항구적인 변수의 변화()에 대한 의 총효과()는 

     
 



로 계산할 수 있음. 단 여기서 아래첨자 는 특정 

    설명변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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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차분(단기)모형의 단점은 변수의 차분과정에서 불규칙 혹은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임.

- 통상적으로 경제학 이론은 단기적으로 상이한 변동을 보이는 변수 간에

도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임2.

- 이러한 장기적 균형관계 존재여부는 공적분 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아래의 장기적 추이를 나타내는 식의 오차항()에 대해 안정성을 검정하

는 Engle & Granger (1987)의 오차에 근거한 2단계 공적분 검정 방법이나 

여러 개의 공적분 벡터의 존재를 검정할 수 있는 Johansen (1988)의 방법

을 통하여 이루어짐. 

- 장기균형 식:  
′ 

- 식(2)에 장기적 추이요인을 감안한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은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      ···········식 (3)

- 식(3)의 추정은 Engle & Granger의 2단계 추정법(Two-Step ECM)이나 

MLE, 비선형 회귀분석 등을 통한 단일 방정식 추정법(Single Equation 

ECM)3을 이용할 수 있음.

○이상의 모형은 설명변수의 하락과 상승 시 동일한 효과를 가정하는 것으로 

국제곡물 상승분의 반영과 하락분의 반영이 서로 다른 패턴과 정도로 반영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함.

 2 이러한 추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경제변수로 장단기 이자율, 가계 소득과 소비, 서로 

다른 시장의 동일 상품가격 등이 있이 있음. Engle & Granger (1987) 참조
 3 Engle & Granger의 two-step estimator는 추정이 단순하지만 점근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함. 효율적 추정량 계산 방안으로 제안된 방법은 Phillips & Loretan (1991)의 

non-linear EC estimator, Phillips & Hansen(1990)의 IV estimator, Saikkonen (1991)

의 Including leads and lags estimator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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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정부의 물가관리정책 등으로 인해 가격변동 요인이 비대칭적으

로 반영될 수 있음4.

- 원인변수의 상승과 하락 시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

기의 비대칭 가격전이모형을 설정할 수 있음.

        
 



  
′   

 



  
′         

     식 (4) 

    단, 
       i f     ≥ 

 
 그리고 

    
       i f      ≤ 

 
.

    
   i f ≥

 
 그리고 

   i f ≤
 

- 따라서 원인변수의 상승에 대한 단기적 효과는 
 




 , 하락하는 경우 단

    기적 효과는 
 




로 각각 분리되어 추정됨. 와 는 각각 양과 음의 

    방향으로 균형 이탈 시 장기균형으로 회복하는 속도를 나타냄.  

○ARMA 모형의 시차인 , 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였으며 오차항이 백

색잡음(white noise)인가의 여부 검정은 Ljung-Box Portmanteau-Q 검정을 이용

- 모형식별을 위하여 AIC, BIC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차항

    의 백색잡음 유무를 확인

- Ljung-Box Portmanteau-Q 통계량은    
 



 
 
로 계산됨. 

    여기서 T는 표본의 수 은 표본의 j 시차자기상관계수를 각각 나타내

    며 오차항의 백색잡음의 유무는 lim
→∞

    
  를 통해 검정

 4 불완전 경쟁의 시장구조, menu-cost, 정부의 정책 등이 비대칭적 가격전이의 원인으

로 지목됨. Peltzman (2008)의 77개의 소비재와 165개의 생산재를 대상으로 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 가격의 변동성과 가격 비대칭성은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나 재고비용, menu-cost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 경쟁은 비대칭적 가격

전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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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모형추정은 1) 우선 각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위근 검정을 통하

여 안정성 유무를 판단하고 2) 불안정 시계열일 경우 공적분 검정을 수행 

3) 공적분 관계가 성립할 경우 ADL-ECM 모형을 적용하고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단순 ADL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 특히, 곡물 수입단가가 국내 식품·사료물가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비대

칭 가격전이 모형을 이용하여 곡물 수입단가의 비대칭적 전이를 분석

- 또한 월별자료의 사용에 따른 계절성(season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시 월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5

2. 자료 및 선행분석

2.1. 분석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국제곡물 

CBOT 선물가격, IGC FOB가격, 수입단가, 사료가격6, (수입곡물 관련) 식품

가격7임.

- 선물가격, FOB가격 및 수입단가는 밀, 옥수수 및 콩에 대해 최근 3개년

(2011년부터 2013까지)의 국내 수입액을 가중치로 가중한 가격지수를 분

석의 변수로 사용. 쌀의 경우 선물가격의 대표성과 국내 수입비중 및 월

별 수입단가 자료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함8.

 5 계절성은 Seasonal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도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월 

더미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월별 계

절성 정도를 직접 추정할 수 있도록 함.

 6 사료가격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배합사료’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사용
 7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식품가격은 가격지수형태로 계산하였는데 통계청의 소비자물

가지수(CPI) 중 수입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밀가루, 부침가루, 국수, 

라면, 식용유, 두부, 장류, 과자류, 빵류, 두유에 대해 통계청 물가가중치로 가중 평균

하는 방법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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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가격과 FOB가격은 톤당 달러 표시 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국제

곡물가격의 수입단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경우는 달러 표시가격을 기준으

로 분석하였으나 수입단가의 국내 물가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는 달러 표시가

격을 해당월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전환 후 가중 평균한 지수를 사용. 

따라서 국내 영향분석에서 사용된 곡물수입단가에는 환율효과가 포함됨.

- 수입곡물 관련 식품가격 및 사료가격은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자료 사용

○ ‘부표 2-1’은 분석대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임.

-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각 변수에 log를 취하여 계수 값이 탄력성을 의미하도록 함.

부표 2-1.  기 통계량

변수명 기간 단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선물가격 00.01~'14.03 00.01=100 182.23 76.48 89.46 353.09

FOB가격 00.01~'14.03 00.01=100 176.18 71.39 90.81 316.04

수입단가(달러표시) 00.01~'14.03 00.01=100 188.42 74.44 97.28 353.19

수입단가(원화표시) 00.01~'14.03 00.01=100 186.57 75.24 99.05 379.50

식품물가 00.01~'14.03 10.01=100 82.29 31.53 43.17 141.50

사료물가 00.01~'14.03 10.01=100 100.76 40.39 52.85 199.21

2.2. 안정성 검정 및 공적분 검정

○ ‘부표 2-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안정성 검정결과를 보여줌.

- 안정성 검정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hillips Perron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의 적정시차의 선택은 AIC 및 BIC 기준을 사용

- 안정성 검정결과는 원자료의 경우 모두 비정상시계열로 판단되어 1차 차

분을 통해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됨.

 8 조기경보지수 산정에서는 쌀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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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안정성 검정

변수 명 통제변수
Augmented 

Dickey-Fuller검정
Phillips-Perron

검정

log(선물가격)
원자료 상수항, 추세 -3.126(1)  -2.762

1차 차분 상수항 -7.65 (1)***  -9.13***

log(FOB가격)
원자료 상수항, 추세 -2.981(1)  -2.626

1차 차분 상수항 -6.32 (2)***  -8.65***

log(수입단가

(원화표시))

원자료 상수항, 추세 -2.78 (2)  -2.15

1차 차분 상수항 -6.10 (1)***  -9.78***

log(사료물가)
원자료 상수항, 추세 -2.71 (3)  -1.78

1차 차분 상수항 -4.15 (2)*** -10.95***

log(식품물가)
원자료 상수항, 추세 -2.42 (2)   0.33

1차 차분 상수항 -6.37 (1)***  -9.23***

주: 표의 숫치는  통계치를 나타내며 괄호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최적시차를 

나타냄. Phillips–Perron  검정에 사용된 Newey-West 시차는 의 정수부분을 사
용. *, **와 ***는 각각 10%, 5% 그리고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부표 2-3.  Johansen 공 분 결과

변수 명
Max 
Rank

Trace statistic 
method

Max eigenvalue statistic 
method

trace-값 5% 임계치 max eigen.-값 5% 임계치

log(FOB가격) vs. 

log(선물가격)

0 25.09 15.41 23.49 14.07

1   1.60*  3.76   1.60*  3.76

log(수입단가(달러표시)) 

vs. log(선물가격) 

0 41.65 15.41 39.98 14.07

1   1.67*  3.76   1.67*  3.76

log(수입단가(달러표시)) 

vs. log(FOB가격)  

0 36.71 15.41 34.10 14.07

1    1.725*  3.76   1.72*  3.76

log(수입단가(원화표시)) 

vs. log(사료가격)

0 31.85 19.96 28.06 15.67

1   3.79*  9.42   3.79*  9.24

log(수입단가(원화표시)) 

vs. log(식품가격)

0 24.83 19.96 20.08 15.67

1   4.74*  9.42   4.74*  9.24

주: Johansen 공적분 검정은 공적분 벡터의 위수(rank)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trace statistic 

method, maximu eignenvalue statistic method 및 minimum information criterion method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수입단가와 국내 물가와의 공적분 검정에서는 추이를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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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1.  국제곡물 가격 추이

주: 각 가격지수 작성에 사용된 가중치는 밀, 옥수수 및 콩의 최근 3년(2011년-2013년) 국내 

수입량 기준 가중치임. 수입량이 적고 불규칙적인 쌀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수입단가는

환율이 적용되지 않은 달러표시 가격을 사용함.

○공적분 검정결과 국제곡물 가격, 수입단가 및 국내 물가 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나타내는 공정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정됨.

- Johansen 공적분 검증 방법을 사용한 국제곡물가격 간, 국제곡물가격과 

국내 수입단가 간 및 수입단가와 국내 식품/사료 물가 간 분석에서 모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됨.

3. 파급영향 분석결과

3.1. 국제곡물 가격과 수입단가

○국제곡물가격과 곡물 수입단가의 추이를 나타낸 ‘부그림 2-1’은 수입단가가 

국제곡물가격에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절에서는 이러한 후행 시차와 영향의 정도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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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국제곡물 선물가격과 FOB가격

○부표 2-4는 국제곡물 선물가격과 FOB가격이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선물가격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임.

- ARIMA(1,1,0)-ADL(1)를 바탕으로 한 ECM 모형이 최종적으로 식별되었

으며 Portmanteau Q-통계량은 오차항이 백색잡음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

수준 10% 수준에서도 모두 기각하지 못하여 모형이 적절히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음.

○분석결과 국제곡물 선물가격과 FOB가격 간에는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

하며 균형관계 이탈 시 대부분 즉각적(동월)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됨.

- 선물가격 변동의 FOB가격 영향은 79.3%가 동월에 즉각 반영되며 장기적

으로 95.6%(=0.173/0.181)가 반영되는 것으로 계산됨.

- 반면, FOB가격 변동의 선물가격 영향은 동월에 113.1%가 반영되며 장기

적으로 104.0%가 반영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선물가격의 overshooting 현

상이 관찰됨.

- 장기균형 이탈시 균형으로의 회복은 선물가격 변동 시는 이탈 분의 

18.1%/월의 속도로 회복되며 FOB가격 변동 시는 22.7%/월의 속도로 회

복되는 것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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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선물가격과 FOB 가격

설명변수
종속변수

Diff(log(FOB가격)) Diff(log(선물가격))
단기
효과

Diff(log(선물가격)) or 
Diff(log(FOB가격))

lag=0　
0.793
(0.022)

*** 1.131
(0.027)

***

장기
효과

Diff(log(FOB가격)) lag=1　
-0.181
(0.073)

** 0.236
(0.088)

***

Diff(log(선물가격)) lag=1　
0.173
(0.070)

** -0.227
(0.085)

***

월더미

1월　
0.012
(0.006)

** 0.024
(0.007)

***

2월　
0.015
(0.005)

*** 0.020
(0.007)

***

3월　
　
　

0.038
(0.006)

***

4월　
0.012
(0.006)

* 0.023
(0.008)

***

5월　
0.012
(0.006)

** 0.024
(0.007)

***

6월　
0.009
(0.008)

0.026
(0.007)

***

7월　
0.008
(0.006)

0.027
(0.005)

***

8월　
0.031
(0.006)

*** 　
　

9월　
0.025
(0.006)

*** 0.008
(0.005)

10월　
0.021
(0.007)

*** 0.011
(0.007)

11월　
0.025
(0.006)

*** 0.008
(0.007)

12월　
0.014
(0.006)

** 0.020
(0.008)

***

AR lag=1　
0.354
(0.101)

*** 0.302
(0.122)

**

상수항
0.024
(0.027)

-0.059
(0.027)

**

sigma
0.014
(0.001)

*** 0.017
(0.001)

***

AIC
BIC

-929.34
-876.03

-869.07
-815.77

PortmanteauQ-통계량(lag=30)
(p-값)

29.114
0.512

29.785
0.477

측치수 170 170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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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제곡물가격과 수입단가

○국제곡물가격의 변화가 국내곡물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차를 분석하

기 위하여 수입단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물가격과 FOB가격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

-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시차를 포함한 후 유의하지 않은 시차변수를 제외하

는 방식으로 시차를 결정

- 모든 회귀식의 추정결과에서 자차항 간의 시계열 상관관계가 더 이상 남

아있지 않아 분석결과가 타당함을 알 수 있음.

○분석결과 선물가격과 FOB가격은 모두 3-6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곡물 수입

단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인 영향만을 고려한 분석에서 선물가격 변동은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변동분의 75.9%를 반영하며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고려할 경우 

91.6%가 반영되는 것으로 계산됨.

- 또한 FOB가격 변동은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84.9%가 반영되며 장기적

으로는 94.5%까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반적으로 선물가격 변동분보다 FOB가격 변동분의 수입단가 영향이 크

게 추정되어 국내곡물 수입은 선물시장보다는 현물시장을 통한 거래가 

많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시차변수의 추정계수를 보면 5개월의 시차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가장 커 

국제곡물 구매량의 가장 많은 부분인 구매에서 수입통관까지 5개월이 소

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국제곡물 가격변동이 모두 국내곡물 수입단가로 귀결되지 않는 것은 수입단

가에는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되고, 국제곡물 가격 급등 시 국내 수입업체

들이 곡물구입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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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선물  FOB 가격의 수입단가 반 시차

설명변수
종속변수: Diff(log(수입단가))

선물가격 FOB가격

단
기

향

Diff(log(선물가

격 or FOB가격))

lag=3  0.152*** 　 0.136*** 　

　 (0.038) (0.046) 　

lag=4 0.134*** 0.100*** 0.187*** 0.158***

　 (0.045) (0.050) (0.062) (0.061)

lag=5 0.303*** 0.222*** 0.348*** 0.276***

　 (0.043) (0.045) (0.056) (0.054)

lag=6 0.170*** 0.153*** 0.178*** 0.165***

　 (0.042) (0.046) (0.052) (0.055)

장
기

향

log(수입단가)
lag=1 -0.107*** 　 -0.090***

　 (0.026) 　 (0.026)

log(선물가격)
lag=1 　 0.098*** 　 　

　 　 (0.026) 　 　

log(FOB가격)
lag=1 　 0.085***

　 　 (0.027)

AR

lag=1 　 　 -0.106*** 　

　 (0.057) 　

lag=2 0.163*** 0.163*** 0.166*** 0.188***

　 (0.073) (0.076) (0.071) (0.079)

lag=4 -0.193*** -0.167*** -0.188*** -0.156***

　 (0.090) (0.082) (0.086) (0.083)

lag=11 0.261*** 0.261*** 0.194*** 0.218***

　 (0.073) (0.076) (0.079) (0.081)

Constant
0.001 0.054 0.001 0.034

(0.004) (0.050) (0.003) (0.052)

sigma
0.035*** 0.034*** 0.035*** 0.034***

(0.002) (0.002) (0.002) (0.002)

AIC -613.6989 -622.95 -616.3956 -624.4182

BIC -585.8001 -591.9514 -585.3969 -593.4195

PortmanteauQ-통계량(lag=30)   38.8916   33.7766   38.4976   36.5861

(p-값)    0.1282    0.2899    0.1374    0.1895

측치수 164 164 164 16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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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곡물 수입단가와 식품·사료물가

○국제곡물 수입단가와 국내 식품·사료물가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국내물

가의 변동성이 수입단가9의 변동성에 비해 훨씬 작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사료물가는 수입단가의 변동을 비교적 잘 반영하여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그림 2-2.  수입단가와 국내물가 추이

3.2.1. 수입단가와 식품물가

○국제곡물 수입단가의 변화는 사료 및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곡물의 가격을 

변동시켜 사료 및 식품가격의 변동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국제곡물 수입단가 변동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곡물 

 9 본 분석에 사용된 곡물 수입단가 가격지수는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앞 절

의 분석에 사용된 (달러로 표시된) 수입단가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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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가와 여타 사료 및 식품물가 결정요인을 설명변수10로 하고 사료물

가와 식품물가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

- 단기효과(차분모형)와 장기효과(오차수정모형)를 포함한 각각의 모형에 

대하여 비대칭 전이모형을 추정 

○수입단가(환율적용)의 식품물가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수입단가 상승 시에

만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크기는 수입단가 10% 상승 시 1.77%의 

식품물가를 상승시키는 정도(부표 2-6)임.

- 단기적으로 수입단가 하락 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단기효과는 장기적인 균형관계 수렴현상을 고려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추정되며 크기는 장기적인 수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단가 

10% 상승 시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1.49% 식품물가를 상승시키는 것(부

표 2-6)으로 분석됨.

○식품물가와 곡물수입단가 간의 균형관계는 10% 수입단가 변동 시 식품물가

를 1.63%(=0.015/0.091) 변동시키며 균형관계 회복은 이탈분의 9.1%/월이 

조정되는 속도임(부표 2-6).

- 균형관계 이탈 시 균형관계 회복속도는 상승 압력의 경우 7.3%/월의 속도

로 회복되며 하락 압력의 경우 10.1%/월의 속도로 계산되나 각각의 회복

속도는 통계적으로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검정11됨.

10 수입단가 이외의 사료 및 식품물가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는 환율, 국내유가, 

GDP디플레이터이나 이러한 설명변수를 이용한 분석과 이러한 변수들의 대리변수로 

시간추이 변수를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 및 분석결과에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본고에서는 곡물수입단가에 시간추이만을 추가한 모형의 결과만을 이용함. 
11   

 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p-값=0.843)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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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국제곡물 향 분석: 식품물가

설명변수
종속변수: Diff(log(식품물가))

(1) (2) (3) (4) (5)

단
기

향

Diff(log

(수입단가))

lag=3 0.044** 0.026 　 　 　

　 (0.018)** (0.023) 　

lag=4 0.039** 0.025 　

　 (0.017)** (0.020) 　

Diff(log

(수입단가상승))

lag=3 　 　 0.110*** 0.091*** 0.095***

　 　 　 (0.023)*** (0.028)*** (0.025)***

lag=4 　 　 0.067*** 0.058** 0.059**

　 　 　 (0.023)*** (0.026)*** (0.023)**

장
기

향

log(식품물가)
lag=1 　 -0.105*** -0.091*** 　

　 　 (0.040)*** (0.033)*** 　

log(수입단가

(환율 용))

lag=1 　 0.021** 0.015** 　

　 　 (0.010)*** (0.008)*** 　

추세
lag=1 　 0.000** 0.000*** 　

　 　 (0.000)*** (0.000)*** 　

양의 오차(

)
lag=1 　 　 -0.073***

　 　 　 (0.134)***

음의 오차(

)
lag=1 　 　 -0.101***

　 　 　 (0.036)***

AR
lag=1 0.249*** 0.280*** 0.186** 0.211** 0.225**

　 (0.069)*** (0.078)*** (0.082)*** (0.091)** (0.095)**

상수항
0.005*** 0.320** 0.001** 0.289*** 　

(0.002)*** (0.127)** (0.002)** (0.103)*** 　

sigma
0.010*** 0.010*** 0.010*** 0.009*** 0.009***

(0.000)*** (0.000)*** (0.000)*** (0.000)*** (0.000)***

AIC -1053.83 -1058.20 -1061.84 -1066.39 -1069.74

BIC -1038.27 -1033.30 -1046.28 -1041.50 -1051.06

Portmanteau Q-통계량 (lag=30) 32.65 30.75 28.61 27.25 26.86

(p-값) 0.338 0.428 0.538 0.610 0.630

측치 수 166 166 166 166 166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수입단가 하락 시의 단기영향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치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식에서 제외됨. 수입단가의 경우 해당

월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전환한 후 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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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곡물 수입단가 상승 시에는 4개월 이내에 상승

요인이 모두 반영되는데 비해 하락 시에는 반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는 것임.

- ‘부그림 2-3’은 위의 분석결과(위 표의 분석 (4)와 (5)를 이용)를 바탕으로 

곡물수입단가 변동(±1% 충격)에 따른 식품물가의 반영 추이를 나타냄.

- 가격 상승충격(1% 수입단가 상승) 발생 4개월 후 식품물가가 0.185% 상

승하고 이후 하락하여 균형관계(0.163%)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 소폭이

지만 과잉 반응하는 궤적을 보임.

- 반면, 가격 하락충격(1% 수입단가 하락) 시에는 장기적인 수렴현상만 고

려되는데 충격 발생 6개월, 1년 및 2년 시점의 식품물가는 각각 0.077%, 

0.118%, 0.150%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부그림 2-3.  충격반응함수: 수입단가 1% 변동 시 식품물가 변동추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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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입단가와 사료물가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모형(부표 2-7)에서는 수입단가 

10% 상승 시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3.77%의 사료물가가 상승하며 동일

한 크기의 수입단가 하락 시는 0-1개월의 시차를 두고 1.87%의 사료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승과 하락 시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

됨12.

- 장기균형 관계를 고려한 모형(부표 2-7)에서 단기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게 추정됨13.

○장기 균형관계를 고려한 오차수정모형(부표 2-7)에서는 수입단가 1% 상승 

시 사료물가는 장기적으로 0.51% 상승하며 균형으로의 수렴속도는 17.8%/

월로 계산됨.

- 균형이탈의 사료물가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부

표 2-7) 각각의 수렴속도는 13.7%/월, 21.3%/월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

로 서로 다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14. 

- 또한 장단기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파급영향도 가격 상승과 하락 시가 서

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검정됨15.

12   



 




를 검정한 결과 5.01(p-값=0.025)으로 귀무가설을 기각

13   



 




를 검정한 결과 0.61(p-값=0.435)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음.

14   
 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0.88(p-값=0.347)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음.

15  



 




 and   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 1.85(p-값=0.396)로 귀무가설

   을 기각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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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7.  국제곡물 향 분석: 사료물가

설명변수
종속변수: Diff(log(사료물가))

(1) (2) (3) (4) (5)

단
기

향

Diff(log

(수입단가))

lag=0 0.051* 0.068** 　 　 　
　 (0.029) (0.027) 　 　 　
lag=1 0.152*** 0.061** 　 　 　
　 (0.025) (0.029) 　 　 　
lag=2 0.132*** 0.059** 　 　 　
　 (0.022) (0.028) 　 　 　

Diff(log

(수입단가 상승))

lag=1 　 　 0.137*** 0.067* 0.153***
　 (0.036) (0.039) (0.031)
lag=2 0.239*** 0.150*** 0.141***
　 　 　 (0.035) (0.039) (0.035)

Diff(log

(수입단가 하락))

lag=0 0.085 0.126** 0.129***
　 (0.053) (0.049) (0.046)
lag=1 0.102* 0.023 0.120***
　 　 　 (0.055) (0.045) (0.040)

장
기

향

log(사료물가)
lag=1 　 -0.162*** 　 -0.178*** 　
　 (0.040) 　 (0.039) 　

log(수입단가)
lag=1 　 0.087*** 0.091*** 　
　 　 (0.020) 　 (0.020) 　

추세
lag=1 0.001*** 　 0.001*** 　
　 (0.000) 　 (0.000) 　

양의 오차(

)

lag=1 　 　 　 　 -0.137**
　 　 　 　 　 (0.063)

음의 오차(

)

lag=1 　 　 -0.213***
　 　 　 　 　 (0.050)

AR

lag=2 -0.122* 　 　 　
　 (0.070) 　 　 　
lag=3 0.199** 0.289*** 0.313*** 0.344*** 0.337***
　 (0.078) (0.089) (0.058) (0.074) (0.067)
lag=4 -0.215*** -0.116 　 　 　
　 (0.077) (0.071) 　 　 　

상수항
0.004*** 0.209*** 0.001 0.253*** 　
(0.002) (0.071) (0.003) (0.075) 　

sigma
0.017*** 0.016*** 0.016*** 0.015*** 0.015***
(0.001) (0.001) (0.001) (0.001) (0.001)

AIC -880.62 -892.77 -890.62 -904.90 -909.63
BIC -855.62 -861.53 -868.76 -873.66 -884.64
Portmanteau Q-통계량(lag=30) 18.41 17.52 20.96 17.51 17.61
(p-값) 0.952 0.966 0.889 0.966 0.965
측치 수 168 168 168 168 168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함을 의미함. 수입단가의 경우 해당월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전환한 후 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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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가 변동에 따른 사료물가의 변동 궤적은 수입단가 하락과 상승 시가 

서로 비슷함(부표 2-7, 부그림 2-4).

- 수입단가 1% 상승충격 시 사료물가는 2개월 후 0.40% 상승하며 1년 후

에는 0.49%가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되며 1% 하락충격 시 1개월 후까지 

0.39%의 사료물가가 상승하며 1년 후에는 0.50%의 사료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부그림 2-4.  충격반응함수: 수입단가 1% 변동 시 사료물가 변동추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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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조기경보모형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

○국제곡물 조기경보 모형을 통한 조기경보지수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

기경보지수를 구성하는 국제곡물 FOB 가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

수들의 식별이 무엇보다 중요함.

- 결국 국제곡물 조기경보모형은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곡물 

FOB가격을 예측하는 것임.

○국제곡물 조기경보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로 선물시장 관련변수, 공급요인 

관련변수, 수요 및 거시경제요인 관련변수를 선택하였으며 국제곡물 가격 

추이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자료1를 사용

- 위기지수는 IGC에서 발표하는 밀, 옥수수, 콩 및 쌀 FOB 가격지수를 사

용하였으며, 위기지수의 설명변수는 해당 월에 시차 발생 없이 이용 가능

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함. 

○선물시장 관련 선행변수는 근월물 가격과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을 사용

- 근월물 가격은 통상적으로 선물가격이라는 부르며 <부록 2>의 결과에 따

르면 FOB가격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변수로 곡물가격 

 1 국제곡물 가격은 2006년 이후 크게 상승하였으며 변동성도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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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곡물가격 급등 시 비상업 순매

수포지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선물가격의 경우 신호접근모형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 조기경

보지수 산출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비상업 순

매수 포지션은 원자료만을 사용

○국제곡물 공급요인 관련변수로는 각 곡물들의 재고율과 기상변수를 사용

- 주요 곡물의 재고율은 선물가격 등의 국제곡물 가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재고율 데이터는 USDA에서 발표하는 각 곡물의 해당 양곡년도 

월별 세계 재고율 전망치로 이는 최종 확정치와 다를 수 있으나, 선물시장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기상변수는 적도부근의 해수면 해당 월 온도와 평년 온도의 차이를 사용.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0.5℃ 높을 경우는 엘니뇨, 0.5℃ 낮을 경우는 

라니냐로 정의되는데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 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곡

물의 생육에 피해를 줌. 2007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곡물가격 급등과 2010

년도의 곡물가격 급등은 라니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엘니뇨와 라니냐 변수는 각각  ,  로 변수

를 생성. 단, 는 적도부근 해수면 평년대비 온도차를 의미

○수요 및 거시경제요인으로 유가, GDP성장률, 환율, GDP디플레이터를 사용. 

특히, GDP성장률, 환율, GDP디플레이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곡물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다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선진국(OECD)과 개도국(비

OECD)으로 구분하여 사용

- 유가는 곡물운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옥수수 등 곡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과 대체관계임. 또한 곡물생산의 주요 투입재인 유류는 공급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곡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요탄력성이 서로 다를 것으로 판단되

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련 변수를 구분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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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의 경우 특정 국가의 환율 상승(평가절하)은 단기적으로 해당국가의 

자국화폐로 표시된 수입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요인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수출국의 경우 수출 촉진요인으로 작용. 단, 곡물 수출국

의 경우 곡물생산 투입재 가격을 상승시켜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 GDP성장률은 소득관련 변수로 간주하였으며, GDP디플레이터는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지수를 나타냄.

부표 3-1.  국제곡물 조기경보 모형에 사용된 변수

분류 분류 소분류 주기 출처

기

지수

FOB 

가격지수
, 옥수수, 콩   FOB 가격지수 월 IGC

선물

시장

근월 물 가격 , 옥수수, 콩   선물가격 월 CBOT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 옥수수, 콩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월 CBOT

공

요인

재고율 , 옥수수, 콩   재고율 월 USDA

기상
엘니뇨(평년 비 해수면 평균온도 상승)

라니냐(평년 비 해수면 평균온도 하락)
월 NOAA

수요  

거시경제

요인

거시경제 

요인

OECD/비OECD 국 평균 환율 월

로벌인사이트OECD/비OECD 국 평균 GDP성장률

OECD/비OECD국 GDP디 이터 변화율
분기

유가 유가 선물가격(Brent 유) 월 에 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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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3-2’는 국제곡물 조기경보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치임. 

부표 3-2.  선행변수의 기 통계치

구분 단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기
지
수

FOB 

가격

지수

2001년 

1월=100

231.8 58.6 130.3 421.1

옥수수 222.3 62.3 107.4 328.3

콩 221.8 58.2 110.7 340.8

189.6 48.3 113.0 382.0

선
물
시
장

근월 

물 

가격

$/ton

233.9 58.5 123.1 402.8

옥수수 192.1 62.6 84.0 316.3

콩 417.6 111.7 199.3 623.0

301.6 61.7 182.0 486.4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계약

-7,283 28,007 -58,255 56,431

옥수수 206,912 137,711 -125,886 489,254

콩 102,201 69,871 -42,536 255,390

1,521 2,640 -3,180 7,732

공

요
인

재고율 %

24.7 4.0 17.4 31.3

옥수수 15.1 2.0 11.7 19.0

콩 23.9 2.2 19.5 29.5

20.2 2.1 14.1 23.6

기상
엘니뇨 　℃ 0.2 0.4 0.0 1.6

라니냐 　℃ 0.4 0.5 0.0 1.5

수
요

거
시
경
제
요
인

거시

경제

환율(OECD) 지수 100.9 3.4 94.4 108.8

환율(비OECD) 지수 100.0 4.1 91.4 108.3

GDP 성장률

(OECD)
% 1.2 2.2 -5.2 3.4

GDP 성장률

(비OECD)
% 5.9 2.1 0.8 8.6

GDP 디 이터

(OECD)
% 1.6 0.6 0.4 2.5

GDP 디 이터

(비 OECD)
% 6.9 3.3 -0.6 13.0

유가 Brent유 선물 $/bbl 90.1 23.0 43.1 134.6

주: 자료는 2006년 1월에서 2014년 6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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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신호접근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1. 신호접근모형의 이론적 배경

○신호접근법은 위기에 선행하는 여러 변수를 선정하고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

하여 지수화한 후 이를 관찰하여 위기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Kaminsky 

(1998)가 제안

- Kaminsky(1998)는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 은행위기(banking 

crisis), 외환위기(currency crisis)간의 선·후행성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

로 외환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 신호접근모형은 위기여부 파악, 선행변수의 위기신호와 실제 위기여부에 

대한 관계를 이용한 각 선행변수의 위기기여도 산출과 선행변수의 종합

지수화 순으로 진행

- 위기 이전에 얼마나 빨리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가는 변수들의 선행

성 정도에 의존

○신호접근법은 위기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기지수를 선택(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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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지수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기간에 위기여부를 파악하는 것

에서 출발

- 통상적으로 통계학적인 발생가능 빈도를 중심으로 위기여부를 판단하며 

주로 평균±상수×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위기여부의 기준을 

설정1

- 이를 통해 위기지수는 위기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로 전환

○위기를 정의한 후에는 위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행변수를 찾아 이들 변수

들이 보내는 위기신호가 참일 확률을 최대로 하는 임계치를 식별하는 것임.

- 즉, 신호접근법은 선행변수가 일정한 임계치를 넘으면 위기신호를 발생하

며, 이 신호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임계치를 찾아 선행변수

들의 신호발생 유무를 이항변수화 함.

- 선행변수의 선정은 경제이론과 실증적인 관계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선행변수의 포함 유무가 모형의 예측력을 좌우함. 이를 위

하여 통상적으로 선행변수와 위기지수간의 인관관계분석 및 시차분석을 

선행적으로 수행

○선행변수의 신호발생 임계치는 N/S비율(Noise-Signal Ratio: 위기 미발생시

에 위기신호를 보내는(Noise) 비율 대비 위기 발생 시 신호를 보내는(Signal) 

비율)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 이를 위하여 각 선행변수의 분포에서 상하위 극치(통상적으로 상하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몇 개의 구간(통상적으로 15구간)으로 나

누고 각각의 구간에 대해 N/S비율을 계산하여 N/S비율이 최소가 되는 구

간의 기준점을 임계치로 사용

- 선행변수에서 상하위 극치를 제외하는 것은 신호를 너무 자주 발생시키거

 1 실제 위기여부의 판단은 해당 분야의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위기시점

이 포함되도록 적절한 값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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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신호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선행변수서 의미가 없는 경우를 제

외하기 위함임.

- 각 선행변수는 해당 임계치 이상일 때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위기지

수와 선행변수가 정의 관계를 갖도록 선행변수를 전환2

- 참신호의 발생빈도는 높이고 노이즈의 발생빈도는 낮추며, 신호 미발생 

시기에는 위기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으로 N/S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Window)을 설정하고 이 기

간 내의 위기발생 유무와 그 기간의 시작시점에서 신호발생 유무를 이용하

여 계산함으로써 신호변수의 선행성을 고려함.

- 위기발생구간(Window)은 선행변수의 선행성 정도와 구축하고자하는 경

보시스템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하나 실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설정

- <부표 4-1>은 선행변수의 신호발생과 특정 기간 내에 위기발생 유무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N/S비율은 


로 계산

○신호접근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도출의 최종단계는 각 선행변수들의 선

택된 임계치(N/S비율을 최소로 하는 수준)에서의 N/S비율을 계산하고 

(1-N/S비율)을 가중치로 하여 조기경보지수를 도출3

- 조기경보지수 계산 시 선행변수들의 수준(scale)의 크기에 따라 조기경보

지수에 대한 기여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행변수들을 표

준화시킴.

- 조기경보지수를 계산하는 산식은   
 



 비율 × 로 나

    타낼 수 있음. 단, 는 번째 선행변수를 나타내며 ∙는 표준화를 

 2 부의 관계를 나타낼 경우 주로 역수를 취하거나 부호를 바꿈.

 3 선행변수를 (1-N/S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신호접근모

형에 의한 조기경보지수를 조기경보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ex)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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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는 함수 

- 또한 비슷한 정보가 중복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선행변수들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의 지수를 

먼저 구한 후 범주별 지수를 새로운 선행변수화하는 방법이 사용됨.

- 조기경보지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수를 조정

(re-scale)하거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표준화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함.

부표 4-1.  신호발생과 기발생의 경우의 수

                 기발생
기신호

기지수

기발생(Crisis) 기 미발생(Non Crisis)

선행
변수

신호발생(Signal) 참신호(A) 노이즈(B)

신호 미발생(Non Signal) 노이즈(C) 참신호(D)

○이상의 신호접근모형에 따른 조기경보지수의 도출과정은 특정 함수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모수적 접근법(non-parametric 

method)이라 할 수 있음.

2. 설명변수 선행성 검정

○ ‘부록 3’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신호접근모형의 선행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들이 위기지수를 선행하여야함. 

- 설명변수들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 조기경보지수와 위기지수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경보지수로서의 의미가 없음.

○ ‘부표 4-2’는 설명변수들의 선행성 검증을 위하여 위기지수와 변수들 간의 

시차상관계수를 계산한 것으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위기지수와 동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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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남.

- 시장효율성 가설4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변수)는 이미 시장가격에 반영되

어 가격예측에 도움을 주지 못함. 따라서 적절한 선행변수를 식별하는 것

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다만, 공급요인의 하나인 라니냐와 수요 및 거시경제 요인인 GDP 성장률

은 위기지수에 대해 2-4개월의 선행성을 보임.

부표 4-2.  기지수와 설명변수의 시차상 계수

구분
기지수(CI)

lag=0 lag=1 lag=2 lag=3 lag=4 lag=5

선물
시장

근월 물 가격 0.347 0.309 0.257 0.198 0.135 0.063

비상업 순매수포지션 0.639 0.635 0.600 0.547 0.486 0.410

공
요인

재고율 -0.501 -0.461 -0.411 -0.354 -0.286 -0.212

기상
엘니뇨 -0.078 -0.059 -0.049 -0.045 -0.046 -0.045

라니냐 0.341 0.374 0.403 0.410 0.389 0.336

수요 
 

거시
경제
요인

거
시
경
제

환율
OECD -0.296 -0.279 -0.251 -0.220 -0.188 -0.152

비OECD -0.432 -0.393 -0.339 -0.285 -0.232 -0.179

GDP성
장률

OECD 0.338 0.363 0.375 0.381 0.383 0.383

비OECD 0.510 0.522 0.523 0.515 0.503 0.487

GDP 
디
이터

OECD 0.304 0.256 0.213 0.173 0.136 0.103

비OECD 0.610 0.551 0.480 0.400 0.318 0.238

유가 0.283 0.250 0.212 0.168 0.122 0.072

주: 선물가격, 비상업 매수포지션 및 재고율의 경우 최근 3개년(2011~2013)간의 수입액 비중

을 가중치로 가중 평균한 지표에 대해서 선행성을 검증

○동행변수를 사용하여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한 결과, 조기경보지수와 위기지

 4 주로 증권시장의 가격형성을 묘사하는 이론으로 주가는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준강형, semi-strong form)되어 있다는 가설임. 다만, 곡물가격의 경우 

저장을 통하여 미래소비는 현재소비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로 대체

할 수 없음으로 곡물수급 예측은 미래 곡물가격 예측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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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본 신호접근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산출에서는 변수들의 선행

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설명변수의 3개월 선행시차변수를 선행변수로 사용

- 각 동행 설명변수의 3개월 선행시차변수를 사용함에 따라 계산된 조기경

보지수는 위기지수에 대해 3개월 선행하게 됨.

- 단, 선행성을 보인 유가, 라니냐와 GDP 성장률은 원자료를 사용

○동행변수의 선행 시차변수를 선행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실제 해당 월의 조

기경보지수의 계산에서는 해당 변수의 3개월 선행 예측치를 사용

- 동행변수의 선행 시차변수를 사용한 조기경보지수 계산에서 가장 큰 문

제는 해당 변수에 대한 신뢰성 높은 예측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선행 시차변수로 사용하는 환율, GDP 디플레이터, 유가 등은 국내 유수

의 전망기관에서 예측치를 제공하며, 국제곡물관련 변수인 선물가격, 재

고율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치를 매달 발표하고 있어 해당변

수의 예측치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을 판단됨.

○신호접근모형을 통해 계산된 조기경보지수는 결국 설명변수의 예측치를 가

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됨으로 설명변수의 전망치(예측치)를 사용하여 

조기경보지수를 도출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제곡물 시장관련 정

보(변수)들을 종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조기경보지수의 예측력은 선행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의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에 의존하게 됨.

○이러한 동행지수의 예측치를 사용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본 연구가 여타 

관련 연구와 차별화 되는 것으로 선행변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으

로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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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경보지수 도출

○조기경보지수는 선행변수들의 N/S비율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가중 평균하

는 방법으로 도출됨.

- 신호 후 위기발생기간을 나타내는 window는 동월을 포함한 향후 6개월

로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총 3단계의 지수통합과정을 거쳤는데 우선 소분류의 변수

들에 대해 이론 부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N/S비율을 구하고 (1-N/S비

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중분류 선행지수를 도출

- 재고율과 환율 변수는 N/S비율 계산 시 위기지수(FOB가격지수)와 정(+)

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부호를 전환함. 이는 통상적으로 재고율이 증

가하면 곡물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이러한 변수변환으

로 각 선행변수의 특정 수준 이상에서만 위기신호를 발생하게 전환됨.

- 각 변수는 평균이 0이며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 과정을 거침. 이는 변

수의 단위에 따라 선행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임.

- 소분류 선행변수를 사용하여 중분류 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에 대해 표

준화 및 N/S비율 재산정 작업을 반복. 이는 비슷한 정보가 조기경보지수

에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부표 4-3’은 각 단계별로 계산된 N/S비율로 대분류 지수를 기준으로 선물시

장, 수요 및 거시경제, 공급요인 순으로 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선물시장 요인에서 근월물 가격은 N/S비율이 0.058로 가장 낮아 위기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의 경우에도 

N/S비율이 0.101로 중요 변수로 식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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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분류 지수 N/S비율 분류 지수 N/S비율 변수 명 N/S비율

선물시장

요인
0.000

근월물 가격 0.058

0.052

옥수수 0.168

콩 0.183

0.378

비상업  

순매수포지션
0.101

0.420

옥수수 0.128

콩 0.261

0.528

공 요인 0.257

재고율 0.196

0.640

옥수수 0.605

콩 0.129

0.409

기상 0.336
엘니뇨 0.951

라니냐 0.336

수요 

거시경제

요인

0.092
거시경제 0.092

환율
OECD 국가 0.168

비OECD 국가 0.092

GDP

성장률

OECD 국가 0.650

비OECD 국가 0.737

GDP

디  이터

OECD 국가 0.603

비OECD 국가 0.058

유가 0.224 유가 0.224

부표 4-3.  각 단계별 N/S 비율

○공급요인중 기상은 여타 요인에 비해 N/S비율이 커 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비교적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로 곡물시장은 대표적인 

weather market으로 기상이 곡물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변수화 

할 수 있는 자료의 획득에 한계가 존재

- 다만, 라니냐가 엘니뇨에 비해 N/S비율이 작아 엘니뇨 보다는 라니냐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엘니뇨의 N/S비율은 0.951로 곡물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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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환율,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유가와 같은 수요 및 거시경제 요인의 

위기지수(국제곡물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제 N/S비율 계산에서는 선진국(OECD 국가)과 개도국(비OECD 국가)

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곡물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다

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도 일정부분 위기지수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 OECD 국가의 GDP디플레이터의 N/S

비율이 매우 낮아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그림 4-1.  신호 근모형 조기경보지수 추이

주: 위기지수와 조기경보지수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기지수와 조기경보지수는 평균

이 0,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함. 따라서 위기 지수가 1을 상회할 경우 위기상태가 됨.

○신호접근모형을 통해 도출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와의 선행성 및 예측

력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를 비교적 잘 반영하며 3개월의 선행성을 유지



116

- 다만, 2012년의 위기의 조기경보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 내포

○ ‘부그림 4-2’는 조기경보지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위기 시 모든 요인이 비교적 고르게 조기경보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것

을 볼 수 있음.

부그림 4-2.  조기경보지수의 부문별 기여도

주: 위의 기여요인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부그림 4-1과 척도에서 차이가 존재

4. 조기경보지수의 검토

4.1. 조기경보지수의 예측력 검정

○아래 표는 신호접근모형을 통해 계산된 조기경보지수의 위기예측력을 검증

하기 위하여 ‘부그림 4-1’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각 임계치별 위기예측 

능력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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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접근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는 71.7% 백분위수에서 N/S비율이 가장 

낮아 이 수준에서 위기신호를 발생할 경우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남. 반면, 오류비율은 지수의 55% 백분위수 수준(k=0.13)에서 낮게 나타남.

부표 4-4.  신호 근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의 측력 검정

조기경보지수
(EWI)

N/S Ratio: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비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신호발생후 
기비율

오류비율

임계치 Percentile
(B/(B+D))/
(A/(A+C))

A/(A+C) B/(B+D) A/(A+B)
(B+C)/(A
+B+C+D)

0.042 51.7% 18.7% 87.8% 16.4% 78.3% 14.7%

0.126 55.0% 14.9% 87.8% 13.1% 81.8% 12.7%

0.210 58.3% 11.9% 82.9% 9.8% 85.0% 12.7%

0.297 61.7% 10.5% 78.0% 8.2% 86.5% 13.7%

0.385 65.0% 11.6% 70.7% 8.2% 85.3% 16.7%

0.477 68.3% 9.6% 68.3% 6.6% 87.5% 16.7%

0.573 71.7% 5.0% 65.9% 3.3% 93.1% 15.7%

0.674 75.0% 5.8% 56.1% 3.3% 92.0% 19.6%

주: 조기경보지수는 평균이 0이며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 함.

4.2. 선행성 검토

○ ‘부그림 4-2’에 나타난 조경보지수의 추이는 위기지수를 선행하여 움직인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조기경보지수와 위기지수에 대한 시차상관계수는 조기경보지수가 위기지수

를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표 4-5’의 단순시차상관계수를 보면 3개월 시차에서 가장 큰 값을 보

여 조기경보지수가 위기지수에 대해 3개월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동행변수의 3개월 선행 시차변수의 사용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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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5.  조기경보지수와 기지수의 시차상 계수

　
시차

0 1 2 3 4 5 6

단순시차상 계수　 0.671 0.789 0.884 0.936 0.914 0.858 0.777

4.3. 위기발생확률 추정

○계산된 조기경보지수를 이용한 각 시기별 위기발생확률은 Kaminsky(1998)

에 제시된 방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Kaminsky(1998)는 신호접근법으로 계산된 조기경보지수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경험적 위기발생확률을 제안

        

    
    인 월 수

     이고  기간 동안 위기발생 월 수

- 단,     는 기부터 개월 이내에 위기발생확률을 나타내며 는 

기의 조기경보지수를 의미

-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EWI를 동일한 도수(frequency)를 갖는 10개의 구

간으로 나눈 후 각 구간 내에서 확률을 계산

○프로빗 모형에 의한 위기발생확률은 개월 이내에 위기발생 여부를 나타내

는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기경보지수를 설명변수로 프로빗 회귀분

석을 통해 추정 

- 프로빗 회귀식은 기의 위기발생확률을       

와 같이 설정. 여기서 는 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cdf), 는 회귀분석

을 통해 추정되는 파라미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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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3.  조기경보지수를 이용한 기발생확률 추정

○ ‘부그림 4-3’은 Kaminsky 방식과 프로빗을 통하여 추정한 각 시기별 위기발

생확률로 위기발생확률이 위기여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기가 발생할 확률의 정확성 검정은 주로 Bier(1950)의 연구에서 제시한 

QPS(Quadratic Probability Score)와 Winkler(1969)에 의한 LPS(Log Probability 

Score) 산식을 이용하여 수행됨(윤우진 외, 2004). QPS와 LPS 산식은 다음

과 같음.

-   


  



   


-   


  



  ln   ln  
- 단, 는 시점에서 시점까지의 위기발생확률(Kaminsky 방식 혹은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확률)을 의미하며 는 동기간 위기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임.

- QPS는 위기발생확률과 실제 위기발생 여부의 차이를 이용하나 LPS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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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생 시에는 위기발생확률을 위기 미발생 시에는 위기미발생확률을 사

용하여 계산됨.

- 또한 QPS는 0에서 2까지의 값을 갖게 되나 LPS는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모두 0에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높음.

부표 4-6.  기확률의 정확성 검정


Kaminsky Probit

 0.149 0.164

 0.130 0.122

○위에서 계산된 위기발생 확률의 정확성 검증 결과는 QPS와 LPS 모두 매우 

작은 값으로 계산되어 계산된 위기발생확률의 정확성이 높게 나타남.

- 두 방식 모두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위기발생확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Kaminsky 방식으로 계산된 확률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정확성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지수를 연구한 윤우진 외(2004)의 경우 QPS는 

Kaminsky 방식의 확률을 사용한 경우와 Probit 모형에 의한 확률을 사용

한 경우가 각각 0.361, 0.170으로 계산되었으며 LPS의 경우 각각 0.642, 

0.123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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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순위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조기경보 모형에서 모수적 접근방법은 위기의 유무 혹은 위기단계를 나타내

는 질적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 모형이 아닌 (순

위)프로빗((Ordered) Probit)이나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이용하

여 구축됨.

- 이러한 프로빗/로짓 모형은 모수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다변량 접근법이

라 할 수 있음.

○프로빗/로짓 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개발은 Frankel and Rose (1996)에

서 시작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박원암, 최공필(1998), 박대근, 이창용(1998), 

배기웅, 정지만(2000) 등의 연구에서 이용됨.

- 손상호 외(2001)에서는 회귀분석, 프로빗 모형, 신호접근법을 통해 외환

위기 이후 은행 위기를 비교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법을 제시함. 

- 신종각 외(2007)는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노동시



122

장조기경보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서승환 (2004)도 신호접근법과 함께 프

로빗 모형을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사용

○순위 프로빗/로짓 모형은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       
′≤

- 여기서 는 의 위기단계를 나타내는 질적 변수로 위기단계를 

     단계로 구분하며 ·는 확률을 의미. 또한 는 위기를 설명

하는 설명변수들의 벡터이며 는 추정할 모수를 나타내는 벡터임.

- ·는 확률이 0과 1사이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로 로지스틱 함수

를 사용할 경우 순위로짓모형, 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할 경

우 순위프로빗 모형이라 부름

○프로빗 모형의 정규 확률분포함수는 로지스틱 확률분포함수에 비해 분포의 

양 꼬리부분이 얇아 부동산위기, 고용위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

는 실물부분의 위기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짐1.

- 반면, 로짓 모형은 외환위기와 같이 발생빈도가 작지만 피해가 큰 사건의 

확률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함.

- 실제 프로빗 모형은 우리나라의 주택 및 부동산 위기2와 고용위기3 조기

경보 모형으로 사용됨.

○곡물부문의 위기는 실물부문의 위기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함. 프로빗 모형

은 다음의 식을 추정

 1 조하현, 이승국 (2002)

 2 서승환 외(2004.12) 

 3 신종각 외(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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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 ≤   ′  ′   


∞

 ′  
 

∞

 ′  
 


∞

 ′  
  

 
∞

 ′  
  



- log-likelihood 함수: ℒ  
  




 



  ln  . 단      i f  
 

○실제 조기경보모형에서는 조기경보지수의 예측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를 

기 이후 일정기간 이후의 위기단계로 설정

- 선행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선행 위기단계 수준을 사용

하지 않아도 조기경보 지수의 선행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

우 주로 향후 6개월 혹은 1년의 window를 설정

- 본 분석에서는 3개월 선행 위기단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조기경보지

수가 3개월의 선행성을 보일 수 있도록 설정

○순위프로빗 모형의 추정에서 시계열의 설명변수가 다수 존재할 경우 설명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추정계수가 비효율적으로 추정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상호 독립적인 소수의 설명변수로 축약하여 이를 프로빗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

- 기존의 연구에서는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호가 잘못

된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나, 이 경우 정보의 손실이 발생

- 주성분분석은 다수의 변수를 몇 개의 변수로 축약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됨.

○주성분분석은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의 분산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

해(eigen-decomposition)을 통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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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식에서 와 는   를 만족하는 고유벡터4와 고유값을 각각 나

타내며 고유값은  ≥  ≥⋯  ≥  순으로 정렬되고 는  ⋯ 에 

모두 수직이면서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나타냄.

- 주성분분석을 통한 번째 주성분은   
′ 로 계산됨. 여기서 

 는 설명변수의 표준화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생성된 설명변수() 중 분산이 커 원자

료에 대한 설명력이 큰 주성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고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설명변수의 수를 결정

- 통상적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생성된 변수는 분산의 80%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선택

2. 주성분분석을 통한 설명변수의 변환

○본 절은 주성분분석을 통해 프로빗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계산하

는 과정을 설명함.

- 주성분분석을 통해 생성된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수의 변수로도 원자료 변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 설명력은 유지한 가운데 설명변수의 수를 줄일 수 있음.

- 부록 3에서 설명된 변수를 원자료로 사용

○ ‘부표 5-1’은 주성분 분석결과 각 주성분들의 고유값 및 원자료에 대한 설명

 4 고유벡터는 크기가 1로 표준화된 주성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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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여줌.

- 6번째 주성분까지가 원자료의 분산의 82%를 설명하는 것을 나타남.

- 총 21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음으로 21개의 성분변수로 분해됨.

부표 5-1.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값

주성분
고유값 

(Eigenvalue)
설명력 

(Proportion)
설명력 

(Cumulative)

PC1 6.677 0.318 0.318

PC2 3.930 0.187 0.505

PC3 2.332 0.111 0.616

PC4 2.101 0.100 0.716

PC5 1.192 0.057 0.773

PC6 1.005 0.048 0.821

PC7 0.811 0.039 0.859

PC8 0.653 0.031 0.891

PC9 0.534 0.025 0.916

PC10 0.377 0.018 0.934

PC11 0.304 0.015 0.948

PC12 0.256 0.012 0.961

PC13 0.214 0.010 0.971

PC14 0.162 0.008 0.979

PC15 0.124 0.006 0.984

PC16 0.112 0.005 0.990

PC17 0.074 0.004 0.993

PC18 0.053 0.003 0.996

PC19 0.043 0.002 0.998

PC20 0.027 0.001 0.999

PC21 0.018 0.001 1.000

○ ‘부표 5-2’는 각 주성분별 고유벡터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 원자료를 이용한 

주성분계산에서 각 설명변수의 가중치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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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성분은   
′ 를 통해 계산됨.

부표 5-2.  주성분 분석결과: 고유벡터

변수명 PC1 PC2 PC3 PC4 PC5 PC6

선물
시장

근월 물 
가격 
( 년 

동기 비 
증감률)

0.308 0.103 0.233 -0.040 0.138 0.150

옥수수 0.299 0.032 0.190 0.024 0.155 0.062

콩 0.307 0.066 0.287 0.033 0.029 -0.110

0.234 0.108 0.053 0.258 -0.239 -0.396

비상업  
순매수포
지션

0.160 0.176 0.403 0.018 -0.149 0.118

옥수수 0.302 -0.204 0.174 -0.041 0.040 0.116

콩 0.163 -0.324 0.230 -0.123 0.083 -0.170

0.257 0.047 -0.034 0.089 -0.170 0.492

공
요인

재고율

-0.142 -0.355 0.063 0.146 0.396 -0.021

옥수수 -0.250 0.030 -0.022 -0.352 0.245 0.289

콩 0.068 -0.292 -0.383 0.209 -0.018 0.051

-0.162 -0.068 0.412 0.034 0.332 -0.163

기상
엘니뇨 -0.073 0.010 0.087 0.489 0.188 0.501

라니냐 0.163 -0.057 -0.070 -0.507 0.056 0.090

수요
요인

환율

OECD국 평균환율 -0.219 0.363 0.154 -0.146 0.131 0.003

비OECD국 
평균환율

-0.220 0.192 0.102 0.345 0.082 -0.221

GDP 
성장률

OECD국 
평균GDP성장률

0.154 0.240 -0.203 0.011 0.543 -0.184

비OECD국 
평균GDP성장률

0.271 0.131 -0.273 0.246 0.225 0.034

거시
경제
요인

유가 유가(Brent유) 0.182 -0.396 -0.084 -0.029 0.028 -0.191

GDP 
디 이터

OECD국 GDP 
디 이터변화율

0.115 0.388 -0.178 -0.095 -0.084 -0.113

비OECD국 GDP 
디 이터변화율

0.268 0.149 -0.237 -0.091 0.312 -0.038

주: 설명변수의 변동에 대한 누적설명력이 0.821인 제6요인까지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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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경보지수 도출

○주성분분석을 통해 계산된 주성분을 설명변수로 한 프로빗 회귀모형 분석결

과는 설명변수의 개별적인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모형 전체의 설명력도 

높게 계산됨.

-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 식별은 원자료 변동의 90%를 설명할 수 있는 제8

요인까지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후 설명력이 약한 주요인 변수를 제외

하는 방식으로 수행

- 부표 5-3의 결과 2는 최종 식별된 설명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가 0.610로 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는 위의 추정결과에서 계산된 위기

단계의 기대치를 사용함.

- 조기경보지수 즉, 위기단계 기대치는   
 



×로 계산하며 위기 

    조기경보 단계는 를 반올림한 수로 정의

- 위에서 정의된 조기경보지수의 대안적 방법으로 ′을 사용할 수도 있음. 

위기단계 기대치가 ′값 각 단계의 임계치 주변에서만 해당단계의 위기

발생확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매우 커 위기지수 추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

는 모습을 보이나 ′를 조기경보지수로 사용할 경우 위기지수를 잘 반영

하는 모습을 보임.

- 위의 두 방법이 모두 동일한 결과5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종 조기경보단계 설

정은 를 사용하고 위기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값도 검토 필요

- 부그림 5-1은 프로빗 모형으로 계산된 조기경보지수와 ′값 및 위기지수를 

나타냄. 위기지수와 ′ 값은 표준화하여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각 위기단계의 발생확률이  
′′ 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기경보단

계와 는 선형적 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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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면변수: 주성분
종속변수: 기발생단계(1-4)

결과 1 결과 2

PC1
0.935*** 0.894***

(0.128) (0.129)

PC2
-0.540*** -0.459***

(0.164) (0.146)

PC3
-0.454*** -0.414***

(0.103) (0.085)

PC4
-0.633*** -0.636***

(0.238) (0.212)

PC5
0.396** 0.442***

(0.164) (0.159)

PC6
-0.741*** -0.703***

(0.221) (0.204)

PC7
-1.127*** -1.074***

(0.225) (0.216)

PC8
0.065 　

(0.152) 　

PC9
-0.511** -0.515**

(0.249) (0.260)

PC10
-0.490 　

(0.316) 　

상수항1
0.088 -0.041

(0.261) (0.208)

상수항2
1.666*** 1.461***

(0.359) (0.337)

상수항3
2.846*** 2.620***

(0.431) (0.423)

측치 수 99 99

Pseudo-R2 0.622 0.610

부표 5-3.  로빗모형 분석결과

주: 괄호 안은 Robust한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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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5-1.  순 로빗 모형의 조기경보지수 추이

주: 위기지수 및 는 표준화한 값임. 따라서 위기지수가 1이상일 경우가 위기로 정의됨.

4. 조기경보지수의 검토

4.1. 조기경보지수의 예측력 검정

○ ‘부표 5-4’는 프로빗 분석을 통한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의 예측력을 검정

하기 위하여 신호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임.

- 분석은 각 모형을 통합한 조기경보지수의 장단점 및 예측력 비교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음.

○프로빗 모형을 통한 조기경보지수는 지수의 75% 백분위수(percentile) 수준

(EWI=2.8) 수준에서 위기신호를 발생할 경우 N/S비율 관점에서 가장 우수

한 예측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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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경보지수가 75% 백분위수에서 위기기간 중 신호발생비율 67.6%, 비

위기기간 중 신호발생비율 0%, 오류비율 12.4%로 계산됨.

- 오류비율((B+C)/(A+B+C+D))은 조기경보지수가 2.4 수준에서 신호를 보

낼 때 8.2%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5-4.  조기경보지수의 측력 검정

조기경보지수 N/S Ratio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비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신호발생후 
기비율

오류비율

임계치 백분
(B/(B+D))/
(A/(A+C))

A/(A+C) B/(B+D) A/(A+B)
(B+C)/(A+
B+C+D)

1.50 0.317 46.7% 100.0% 46.7% 56.9% 28.9%

2.00 0.483 21.7% 100.0% 21.7% 74.0% 13.4%

2.09 0.517 17.1% 97.3% 16.7% 78.3% 11.3%

2.19 0.550 13.7% 97.3% 13.3% 81.8% 9.3%

2.28 0.583 10.9% 91.9% 10.0% 85.0% 9.3%

2.38 0.617 7.5% 89.2% 6.7% 89.2% 8.2%

2.48 0.650 7.7% 86.5% 6.7% 88.9% 9.3%

2.58 0.683 6.4% 78.4% 5.0% 90.6% 11.3%

2.69 0.717 2.2% 75.7% 1.7% 96.6% 10.3%

2.81 0.750 0.0% 67.6% 0.0% 100.0% 12.4%

4.2. 선행성 검토

○위에서 계산된 조기경보지수의 시차변수와 위기지수와의 시차상관계수는 3

개월에서 가장 크게 계산됨(부표 5-6).

- 3-4개월의 조기경보지수의 시차변수들이 비슷하게 계산되어 조기경보지

수는 평균 약 3-4개월의 선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기경보지수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 위기지수 급등 및 급락 시

에 조기경보지수의 선행성이 잘 보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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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6.  종합선행지수와 기지수간의 시차상 계수

　
시차

0 1 2 3 4 5 6 7

단순시차

상 계수　
0.732 0.822 0.884 0.918 0.911 0.856 0.748 0.607

4.3. 위기발생확률 추정

○ ‘부그림 5-2’는 Kaminsky(1998)와 프로빗 방식으로 계산된 위기발생확률6을 

나타낸 것으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구간의 위기 시에 위기발생확률이 1에 가깝게 계산되었으며 선행성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다만, 위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위기발생확률이 선행하여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

부그림 5-2.  조기경보지수와 기발생 확률

주: 프로빗모형의 위기확률(Probit)은 조기경보지수 산출을 위한 순위프로빗 모형에서    를 나타냄.

 6 자세한 계산방식 등은 부록 4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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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발생할 확률의 정확성 검정을 위하여 QPS와 LPS계산7한 결과 전반

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임.

부표 5-7.  기확률의 측력 검정

기발생확률()

Kaminsky Probit

 0.337 0.283

 1.174 0.548

 7 자세한 계산방식 등은 부록 4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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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모형은 반복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인간의 신경체계를 모방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반복적 학습을 통해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임.

- 공학분야를 비롯해 경영학의 재무 및 정보시스템 분야 및 계량경제학 분

야에 이르기까지 활용분야가 확대됨(윤덕룡 외, 2004).

○인공신경망 모형은 여타 경제학적인 모형에서 요구하는 가정에 기반 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여타 통계학적 모형에 비해 뛰어난 예측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짐.

- 계량경제 혹은 통계학적 시계열 분석은 특히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자료의 예측에 한계를 보임.

- 이러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의 한계로 금융공학 또는 재무경제학자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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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율, 부도예측, 채권평가, 금리 등의 예측에 인공신경망모형의 유용성

에 대해 주목

- 인공신경망 모형은 입력 자료가 은닉층(hidden layer)이라고 불리는 모형

의 내부적 공간에서의 학습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입력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입력변수의 결과에 대한 

기여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없음.

- 따라서 인공신경망 모형은 각 입력변수(설명변수)의 결과에 대한 기여 및 

설명력보다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

부그림 6-1.  인공신경망 모형의 구조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윤덕룡 외

(2004)의 ‘석유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이 존재

- 윤덕룡 외(2004)는 석유시장 위기를 설명하는 입력변수로 Dubai 유가 관

련 6개 변수1와 원유의 수급관련 6개 변수 및 국제금융시장 관련 6개 변

 1 모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원자료의 3개월 이동평균, 전월 혹은 3개월 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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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하였으며 출력변수로 실질유가영향지수2를 5단계로 구분하여 

사용

- 패턴인식이 뛰어난 인공신경망 모형의 장점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대

한 예측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모형에 비해 뛰어날 것으로 판단함.

- 인공신경망 모형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활용된 여타 예로는 서하나(2009, 

여신관리), 강용진(2011, 주가), Kim et al.(2009, 금융), Oh et al.(2006, 금융) 등

○인공신경망 모형은 자료들 간의 패턴인식을 위하여 인간두뇌의 패턴인식 과

정을 모사하는 비선형 분석모델임.

- 인공신경망은 신경망의 구조를 모방하여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

(hidden layer) 및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

- 입력층의 자료는 가중치에 따라 합산 후 은닉층에서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에 의해 변환되어 출력층으로 보내지는 구조

- 인공신경망이 여타 통계적 방법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존재하는 은닉층으로 은닉층 수 및 각 은닉층의 노드(혹은 

neurons) 수를 조정3하여 모형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음.

- 인공신경망 모형은 이러한 각 층의 노드 수와 노드들 간의 연결강도를 나

타내는 가중치를 조정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최적화

○인공신경망 모형은 각 노드들의 연결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뿐만 아니라 은

닉층의 수와 노드의 수를 조정하여 목표함수를 최적화시킴.

- 신경망 모형의 학습(training)은  개의 데이터,  개의 출력 노드, 1개의 

은닉층 및  개의 은닉층 노드를 가정할 경우 목표함수4를 나타내는 잔차

증가율 등을 변수로 사용
 2 실질유가영향지수는 윤덕룡 외(2004)의 연구에서 위기지수로 사용한 것으로 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감안하기 위한 지수로 실질국제유가에 석유원

단위(=석유소비량/불변가격 GDP)를 곱한 값으로 계산
 3 인공신경망은 은닉층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

ceptron)으로 불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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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합(SSE: sum of squared error)을 최소화하는 가중치( 및 )를 찾

는 최적화 과정임.

-   
 




  



    


 
  




  



   
 



   


 
  




  



   
 



  
 



∈    

- 위 식에서 활성화함수를 나타내는 은    →인 함수이며 는 

  →인 함수로 주로 선형 혹은 로지스틱 함수가 사용됨.    는 

각각 관측치 수, 출력층, 은닉층, 입력층 노드를 나타냄. 또한 와 는 

바이어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식의 상수항과 같은 역할을 함.

- 로지스틱 활성화함수:    exp 


- 선형 활성화함수:  

- 은닉층의 활성화함수를 나타내는 은 주로 로지스틱 함수가 이용되며 출

력층의 활성화함수를 나타내는 는 출력값을 (0, 1)로 제한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선형함수가 주로 이

용됨.

○신경망 모형의 학습과정은 통상적인 비선형 최적화 과정과 비슷하나 은닉층

의 존재로 순차적인 최적화 과정을 따르게 되며 이러한 최적화에 다양한 알

고리즘이 사용됨.

-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은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임의 추출된 초기 가중치로 출력층에 가까운 가중치를 

먼저 update하고 이후 입력층에 가까운 쪽 가중치를 update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임.

 4 출력변수가 0과 1의 질적 변수일 경우 Cross-Entropy를 목표함수로 설정하기도 함. 

Cross-Entropy는  
  




  



log  log 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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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규칙(Learning rule)은 
    

  ∇
  로 나타남. 단, 은 

현재 번 update, ∈는 학습률(learning rate), k는 노드를 각각 나타내

며 ∇ 은 목표함수의 편미분(gradient) 값을 나타냄.

- Back-propagation 알고리즘 외에 학습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 resilient 

backpropagation with(Riedmiller, 1994) or without(Riedmiller and Braun, 

1993) weight backtracking, globally convergent version(Anastasiadis et al., 

2005) 등의 알고리즘도 사용됨.

- 본 분석에 주로 사용된 resilient backpropagation은 학습규칙에서 각 가중치에 

따라 다른 학습률()를 사용하며  목표함수의 편미분 값의 부호만을 사용한

다는 것에서 기존의 Back-propagation 알고리즘과 차이가 있음. resilient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의 학습규칙은 
 

 ∇
 임.

- 이러한 인공신경망 최적화 알고리즘은 임의 추출된 초기 가중치를 기반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최적화 과정에서도 조금씩 다른 결

과 값을 생성

○인공신경망 모형의 식별에서 학습알고리즘 이외에 은닉층의 수, 각 층의 노

드 수 등을 결정해야하는 문제 존재

- 신경망 내의 은닉층 수나 각 은닉층 내의 노드 수를 결정하는 일치된 견

해는 존재하지 않으나 주로 학습 및 예측의 성과를 이용하거나 AIC/BIC 

기준이 사용되기도 함.

- 또한 입력 및 출력변수들을 표준화할 경우 최적화의 효율성이 증대되거

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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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망구조의 식별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개발은 위기지수를 직접 

예측하는 방법이 아닌 각 곡물의 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다시 조합하여 조기

경보지수를 구성5하는 방법을 사용함.

- 국제곡물시장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자료를 사용

- 인공신경망 모형의 조기경보지수가 3개월 선행할 수 있도록 각 곡물의 3

개월 선행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지수 계산에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조기경보지수를 계산

- 다만, 각 품목별 3개월 선행 가격 예측의 안정성을 위하여 개월 및 2개월 

선행 가격도 출력변수로 사용하여 출력 층을 12개(4개의 곡물과 각 3개 

월 간의 선행가격)의 노드를 갖도록 설정

○설명변수로 사용된 입력 층의 노드(설명변수)들은 <부록 3>에 설명된 자료

와 이를 변환한 변수를 사용

- 입력층 노드(설명변수)의 경우 기존의 원자료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이동평균값 및 과거 시차변수를 추가로 사용하여 총 45개의 

입력 노드 수를 가짐.

- 인공신경망 모형은 시계열 모형과 달리 과거 시차변수가 체계적으로 고려

되는 모형이 아니어서 모형에 포함되는 시차변수의 시차수를 정하는 일반

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음. 선행연구의 경우 시차변수 대신 3개월, 6개월 

이동평균을 사용6.

 5 위기지수를 직접 예측하여 이를 조기경보지수로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각 곡물의 가

격을 예측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더 우수한 예측력을 보임(양승룡 등(2014)의 

위탁연구과제 결과 이용).

 6 Song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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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료를 변환한 변수의 추가는 인공신경망 모형 학습의 효율성과 적합

도를 높이기 위함임.

부표 6-1.  인공신경망 입력변수

분류 분류 소분류

기지수
FOB 곡물가격

(총 12개 변수)

, 옥수수, 콩  의 FOB가격, 이의 기 

시차  6개월 이동평균

선물시장

근월 물 가격

(총8개 변수)

, 옥수수, 콩   선물가격  이의 6개월 

이동평균

비상업 순매수포지션

(총8개 변수)

, 옥수수, 콩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6개월 이동평균

공 요인

재고율

(총8개 변수)

, 옥수수, 콩   재고율  이의 6개월 이

동평균

기상

(총2개 변수)

 엘니뇨(평년 비 해수면 평균온도 상승), 라니

냐(평년 비 해수면 평균온도 하락)

수요  

거시경제요인

거시경제 요인

총(6개 변수)

OECD/비OECD 국 평균 환율

OECD/비OECD 국 평균 GDP성장률

OECD/비OECD국 GDP디 이터 변화율

유가

(총1개 변수)
유가 선물가격(Brent 유)

○각 변수들은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표

준화함7.

- 설명변수의 표준화8:  max min  


max min  
max min  

- 이러한 표준화는 인공신경망 모형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상의 자료는 인공신경망 학습에 사용되는 부분(학습자료, in-sample)과 최

종 식별된 망구조를 사용하여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한(검증자료, out-sam-

 7 McNelis (2005) 참조
 8 Song (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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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 두 부분으로 분리

- 전체 자료를 5개(개월) 단위로 구분한 후 앞의 4개 자료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마지막 1개 자료를 예측(검증)자료로 사용

- 이러한 학습과 예측자료로의 구분은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흔히 제기되는 

과적합(over-fitting)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 최종 망구조 및 학습기준 식별은 전체자료, 학습자료, 검증자료에 대해 각

각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여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확정10

- SE 


T
 t  

T
yt yt 

○ ‘부표 6-2’의 학습성과 비교를 바탕으로 1개의 은닉층과 6개의 노드를 갖는 

망구조를 최종 식별

- 학습자료 내에서는 은닉층의 노드 수를 증가시킬수록 RMSE 값이 작아지

나11 검증자료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노드 수를 갖은 경우 오히려 RMSE 

값이 증가함. 1개에서 4개로 노드를 증가시킬 경우 예측력이 향상되나 이

후 비슷한 예측력을 보이다 8개 노드 이상일 경우 예측력이 다시 낮아짐.

- 임계치를 0.01에서 0.05로 증가시키는 경우 계산 속도는 크게 개선되나 

검증자료의 RMSE는 이전과 비슷하며, 임계치를 0.005로 낮출 경우 계산

 9 인공신경망 모형은 은닉층과 노드 수를 조정함으로써 학습자료 내에서 거의 완전한 적합

(fitting)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학습자료 외에서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과적합 문제는 큰 가중치에 벌점을 부과하는 Regularization method와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중치 update를 조기에 중지시키는 early stopping 방법이 주로 사용됨.

10 RMSE 이외에  


  



,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 

  MAE 기준은 RMSE의 기준을 사용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RMSPE의 경

우  변수들이 [-1,1] 구간으로 표준화 되면서  값이 0에 가까운 경우 RMSPE 값이 너

무 크게 계산되어 학습 및 예측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함. 
11 초기 가중치가 표준정규분포로부터 임의 추출된 값을 사용하여 학습시행 시마다 조

금씩 다른 값을 보임. 표의 값들은 동일한 망구조로 100회의 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 

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값들임.



141

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측력도 낮아짐.

- 은닉층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학습 및 검증자료 모두에서 1개의 은닉층

을 갖는 경우에 비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음.

- 따라서 검증자료에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1개의 은닉층과 6개의 노

드를 갖는 망구조를 최종 망구조로 식별하였으며 임계치를 0.05로 설정함.

부표 6-2.  인공신경망 학습성과 비교

망구조  임계치 검증자료
학습
자료

체
자료임계

치
은닉
층 수

노드
수

체 1개월 2개월 3개월 옥수수 콩

0.01 1 1 0.221 0.231 0.205 0.226 0.257 0.197 0.167 0.249 0.219 0.219

0.01 1 2 0.191 0.199 0.180 0.193 0.247 0.194 0.173 0.131 0.169 0.174

0.01 1 3 0.144 0.140 0.122 0.166 0.127 0.174 0.154 0.110 0.123 0.127

0.01 1 4 0.127 0.131 0.103 0.143 0.133 0.139 0.124 0.108 0.086 0.096

0.01 1 5 0.129 0.125 0.103 0.154 0.135 0.142 0.127 0.109 0.071 0.086

0.01 1 6 0.130 0.128 0.105 0.150 0.134 0.145 0.130 0.104 0.063 0.080

0.01 1 7 0.129 0.125 0.106 0.149 0.129 0.148 0.130 0.099 0.056 0.076

0.01 1 8 0.133 0.129 0.109 0.154 0.132 0.152 0.137 0.102 0.051 0.074

0.01 1 9 0.133 0.130 0.110 0.153 0.130 0.157 0.137 0.098 0.048 0.073

0.01 1 10 0.136 0.137 0.113 0.154 0.133 0.157 0.143 0.102 0.045 0.072

0.05 1 4 0.131 0.130 0.113 0.146 0.133 0.147 0.120 0.119 0.098 0.106

0.05 1 5 0.128 0.127 0.107 0.145 0.131 0.143 0.120 0.113 0.086 0.096

0.05 1 6 0.127 0.125 0.107 0.146 0.129 0.142 0.124 0.110 0.077 0.089

0.05 1 7 0.128 0.125 0.108 0.147 0.129 0.143 0.126 0.107 0.070 0.085

0.005 1 6 0.134 0.131 0.107 0.157 0.136 0.151 0.135 0.107 0.059 0.079

0.05 2 × 0.133 0.135 0.114 0.147 0.133 0.145 0.131 0.121 0.093 0.103

0.05 2 × 0.129 0.130 0.110 0.142 0.128 0.140 0.130 0.111 0.084 0.094

0.05 2 × 0.132 0.135 0.113 0.144 0.131 0.142 0.133 0.117 0.082 0.094

주 1) 은닉층 활성함수=logistic, 출력층 활성함수=선형, 목표함수=SSE, 알고리즘=resilient back 

propagation with weight backtracking, 학습률=0.01을 사용한 결과임.

2) 각 망구조의 RMSE 값은 동일한 망구조와 학습기준으로 100회의 반복 학습을 수행한 

결과의 평균값임. 가중치의 최적화 과정에서 초기 가중치를 임의로 선택함에 따라 매 

수행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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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경보지수 도출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는 3개월 선행 가격을 예측 후 이를 

위기지수 작성에 사용한 가중치로 가중하여 계산

- 단, 각 곡물 가격의 예측을 위한 인공신공망 구조는 최종 식별된 망구조 

및 학습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학습 자료는 모형식별에 사용

된 학습 및 검증자료를 모두 포함한 전체구간(2006년 1월부터 2014년 6

월) 자료를 사용

- 1개월 및 2개월 예측치( 및 )는 3개월 예측치()의 안정성을 확인하

는 용도로 사용

- 필요시 출력 노드 수를 늘림으로써 용이하게 선행성 정도를 확장할 수 있음.

부그림 6-2.  최종 식별된 인공신경망 학습결과(1개 은닉층, 6개 노드)

주: 임계치=0.05, 은닉층 활성함수=logistic, 출력층 활성함수=선형, 목표함수 =SSE, 알고리즘=resilient 

backpropagation with weight backtracking, 학습률=0.01 및 전체구간(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 

자료를 사용한 결과임. 100회의 반복학습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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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림 6-2’는 조기경보지수 산출을 위하여 최종 식별된 망구조, 학습기준, 

및 전체자료를 이용하여 학습된 최종 인공신경망 모형의 학습결과를 보여줌.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지수를 3개월 선행하며 거의 

정확하게 위기지수를 예측하는 모습을 보임(부그림 6-3).

- 1개월 및 2개월 가격의 예측치( 및 )도 각각 해당 가격을 1~2개월 선행

하며 거의 정확하게 해당가격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적합

(fitting)이 잘되는 것이 항상 예측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부그림 6-3.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지수

주: 위기지수(CI) 및 조기경보지수(EWI)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함. 따라서 위

기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위기로 정의됨.

○실제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한 조기경보지수 계산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망구조 및 학습기준은 앞서 최종 식별한 기준을 사용

- 학습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까지를 포함.

- 최종 각 곡물별 가격의 예측치는 1,000회의 반복학습을 통해 결과를 예측

한 후 이를 단순 평균한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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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경보지수의 검토

□ 조기경보지수의 측 력  검 정

○신호접근모형의 방법론을 이용한 인공신경망모형의 조기경보지수 관련 예

측력 검증결과 N/S비율은 조기경보지수가 0.9 이상일 경우 0%로 계산

- 신호의 오류비율((B+C)/(A+B+C+D))은 조기경보지수가 0.21(58 percen-

tile)일 경우 가장 낮은 14.4%를 보임.

부표 6-3.  조기경보지수의 측력 검정

조기경보지수
(EWI)

N/S Ratio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비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신호발생후 
기비율

오류비율

임계치 백분
(B/(B+D))/(
A/(A+C))

A/(A+C) B/(B+D) A/(A+B)
(B+C)/(A+
B+C+D)

-0.67 25% 64.1% 97.2% 62.3% 47.9% 40.2%

-0.21 42% 39.9% 94.4% 37.7% 59.6% 25.8%

0.04 52% 23.2% 91.7% 21.3% 71.7% 16.5%

0.13 55% 21.5% 91.7% 19.7% 73.3% 15.5%

0.21 58% 18.4% 88.9% 16.4% 76.2% 14.4%

0.30 62% 17.7% 83.3% 14.8% 76.9% 15.5%

0.39 65% 19.7% 75.0% 14.8% 75.0% 18.6%

0.48 68% 16.5% 69.4% 11.5% 78.1% 18.6%

0.57 72% 12.3% 66.7% 8.2% 82.8% 17.5%

0.67 75% 8.0% 61.1% 4.9% 88.0% 17.5%

0.78 78% 2.8% 58.3% 1.6% 95.5% 16.5%

0.90 82% 0.0% 50.0% 0.0% 100.0% 18.6%

1.04 85% 0.0% 41.7% 0.0% 100.0% 21.6%

1.19 88% 0.0% 33.3% 0.0% 100.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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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행성 검토

○위기지수와 인공신경망모형의 조기경보지수간에는 3개월의 시차가 발생

- 3개월의 단순 시차상관계수 값이 0.982로 매우 높게 나타남.

부표 6-4.  종합선행지수와 기지수간의 시차상 계수

　
시차

0 1 2 3 4 5 6 7

단순시차

상 계수　
0.704 0.825 0.932 0.982 0.952 0.865 0.758 0.631

4.2. 위기발생확률 추정

○부그림 6-4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해 계산된 조기경보지수를 이용하여 기

간별 위기발생 확률을 계산한 결과임.

- Kaminsky(1998) 및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위기발생확률 계산결과12는 비

슷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빗모형의 결과가 조기경보지수의 형태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자세한 계산방식 등은 <부록 4>의 관련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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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6-4.  조기경보지수와 기발생 확률

○위기가 발생할 확률의 정확성 검정을 위하여 QPS와 LPS계산13한 결과 전반

적으로 양호한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계산됨.

부표 6-5.  기확률의 측력 검정

기발생확률()

Kaminsky Probit

 0.339 0.313

 1.680 0.553

13 자세한 계산방식 등은 <부록 4>의 관련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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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안)

1. 목적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은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이나 높은 수준의 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수입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사료가격 인상으

로 인한 국가경제의 부담완화를 목표로 함.

- 또한 국제곡물 분야 위기 시 정부나 관련 기관의 역할을 사전에 정의하여 

위기대응의 효율성을 도모함.

2. 적용대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 사료협회,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등 국제곡물 관련 기관 및 단체

- 이상의 적용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국제곡물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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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1.  국제곡물 기단계 구분

단계 조기경보지수(EWI) 범 상황

안  정

(Green)

조기경보지수의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0배 이하(백분  50% 

이하)의 지수 범  이내

수 과 가격이 안정 으로 균형을 이루

는 상태

주  의

(Yellow)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0배 이

상 0.5배미만(백분  50%~70%) 

의 범

다소의 수 불균형과 외부(거시경제 요

인 등)요인으로 경계단계로 발 할 가능

성이 높은 상태

경  계

(Orange)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0.5배 이

상 1.0배미만(백분  70%~85%)

의 범

상당한 수 불균형  외부요인으로 가

격이 상승하여 국제곡물 련 국내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단계

심  각

(Red)

평균값에서 표 편차의 1.0배 이

상(백분  85% 이상)의 범

한 수 불균형  외부요인으로 가

격이 등으로 국제곡물 련 식품  사

료 구매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는 단계 

주 1) 조기경보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

로 함.

2) 각 경보단계는 조기경보지수에 더하여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전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3) 위기 단계 범위는 평균()+k*표준편차() 산식을 이용함.

- 최종 매뉴얼 적용단계를 결정하며 각 곡물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에 나열된 단계별 조치사항의 적용 곡종 및 내용을 최종결정함. 이는 각 

곡물별 수급상황이 상이할 수 있고 매뉴얼 적용 시의 제반환경을 반영하

기 위함임.

3. 위기 단계의 판단

○주요 국제곡물(밀, 옥수수, 콩, 쌀) 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과 가격수

준을 동일한 가중치로 가중한 조기경보지수를 기준으로 위기구분

- 위기구분은 국제곡물 가격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2006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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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위기지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

- 위기단계 판단은 조기경보지수 뿐만 아니라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전망

과 관련 정성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조기경보지수는 본 보고서에서 정의된 신호접근모형, 순위프로빗모형 및 인

공신경망 모형을 통하여 도출된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를 의미

○안정 및 주의 단계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기관(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

터)에서 자체 판단하나 경계 이상의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국제곡물자문위

원회’를 거쳐 최종 경보 단계를 발령

4. 단계별 대응

○대응원칙: ① 안정 및 주의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 

② 경계 단계는 심각단계를 대비하여 준비 ③ 심각단계에서 파급영향 완화

를 위한 직접적 조치 수행

4.1. 안정 단계

○정의: 주요 국제곡물 시장의 수급균형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

여 국내 식품‧사료 가격의 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 판단기준: 조기경보지수가 2006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의 평균수준을 

하회하는 경우(≦  , 백분위 50% 이하)

○조치사항 

- 국제곡물 시장 모니터링: ① 주요 국제곡물에 대한 작황상황 등의 수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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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격정보 수집분석 ② 주요 국제곡물의 수급 및 가격 전망 ③ 국제곡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변수 수집분석 ④ 이상의 내용을 담은 

국제곡물 월보발행

- 공급측면: ① 주요 국제곡물 장기 선도구매 유도

- 소비: ① 국제곡물 시장정보 웹사이트 운영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대

국민 홍보채널 운영

- - 조직체계: ① 정부, aT, 농협, KREI 및 관련 식품‧사료 업체와 상시협조 

체제 구축 및 유지

4.2. 주의 단계

○정의: 주요 국제곡물 시장에 다소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외부요인(거

시경제 요인 등)으로 경계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판단기준: 조기경보지수가 2006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의 평균수준 이

상부터 표준편차의 0.5배 미만인 경우(≦  × , 백분위 

50% ~ 70%)

○조치사항 

- 국제곡물 시장 모니터링: ① 안정단계 조치사항 강화 ② 필요시 국제곡물 

속보발행

- 공급측면: ① 주요 국제곡물 장기 선도구매 유도

- 소비: ① 국제곡물시장정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등 대국민 홍보채

널 운영 강화

- 조직체계: ① 정부, aT,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관련 식품‧사료 업

체와 상시협조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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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계단계

○정의: 주요 국제곡물 시장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외부요인(거시경

제 요인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식품‧사료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 판단기준: 조기경보지수가 2006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의 평균수준에 

표준편차의 0.5배를 더한 수준 이상에서 표준편차의 1배를 더한 수준 미

만인 경우(×≦  × , 백분위 70% ~ 85%)에 대해 

국내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제곡물자문위원회’에서 최종결정

○조치사항 

- 국제곡물 시장 모니터링: ① 안정단계 조치사항의 격주단위 점검. ② 국

제곡물 가격상승의 원인 및 향후 전망을 다룬 국제곡물 속보발행

- 공급측면: ① 민간 기업의 곡물확보(재고 및 선도 구매량 등) 현황 파악.  

②  민간기업의 주요곡물 수입물량 조기 확보 권고 ③ 주요 곡물의 긴급 

수입선 확보방안 모색

- 유통: ① 매점매석 및 가격담합, 부당편승 등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모니

터링 강화

- 소비: ① 국제곡물 시장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일간). ②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 -  조직체계: ① 정부, aT,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관련 식품‧사료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곡물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논의

4.4. 심각 단계

○정의: 주요 국제곡물 시장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과 외부요인(거시경제 요인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 식품‧사료의 구매 비용 부담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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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커지는 단계 

- 판단기준: 조기경보지수가 2006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의 평균수준에 

표준편차의 1배를 더한 수준 이상인 경우(×≦  , 백분위 

85%이상)에 대해 국내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제곡물자문위원회’에

서 최종결정

○조치사항 

- 국제곡물 시장 모니터링: ① 안정단계 조치사항의 수시 점검 ② 국제곡물 

가격상승의 원인 및 향후 전망을 다룬 국제곡물 속보발행

- 공급측면: ① 민간기업의 국제곡물 물량 조기 확보 유도 ② 공급부족 우

려 곡물의 긴급 수입선 확보 ③ 주요 국제곡물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 ④ 

주요 국제곡물의 한시적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⑤ 수입물량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 유통: ① 경계단계 대책의 강화 ② 사료·식품 가격 인상 자제 유도 ② 통

상규격 이외의 물품 유통허용

- 소비: ① 경계단계 대책의 강화 

- -  조직체계: ① 정부, aT,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관련 식품‧사료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곡물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논의

5.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 농림 축산식 품 부(총 ･조정 )

○위기경보단계 발령 및 홍보

○단계별 조치사항의 수행 및 ‘국제곡물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3

□ 농 경제연구원  측 센터(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운 )

○국제곡물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작업을 통해 국제곡물 월보를 발간하며 조

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매월 보고

○ ‘국제곡물자문위원회’에 국제곡물 모니터링의 정량‧정성적 자료와 국내 파

급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

□ 한 국농수산식 품 유 통 공 사

○긴급수입선 확보

□ 농 ,  사료 회,  제분 회,  분당 회 등 국제곡물 련  기   

단 체

○관련 회원(사) 요구사항 전달 및 위기대응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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