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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  (O bjectives)

 최근 웰빙추구(건강유지  증진 욕구)에 따른 기능성물질  천연물이용 수요증가, 련 

산업의 발달 등으로 약용작물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약용작물은 과거에는 소규모 생

산, 야생채취에 의해 공 되었으나 소득작물로 인식되고 지자체 등에서 주산지 활성화  

업농, 생산자단체 육성을 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재배면 이 확 되는 추세이다.

 약용작물은 타 작목에 비해 생산·유통 련 통계자료 구축이 미흡하고 다년생 작물이 많아 

수 조 에 어려움이 수반되며 가격변동에 따라 농가소득이 불안정해 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약용작물의 효능·효과 등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가격변동에 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약용작물 가격변동의 기 분석  하나로 계 변동과 순환변동에 한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모색  약용작물산업의 체계 ·종합

인 정책수립의 기반구축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연구재료

 본 연구의 분석 상 작목은 국내 유통량(소비량), 가격자료 근의 용이성, 수 조 상품

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구기자, 당귀(토), 산약(생), 천궁(일), 황기로 선정하 다. 분

석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 」에서 제공하는 구한약재도매시장 경락가

격(1997년 1월∼2009년 12월, 월별가격)을 로그변환하여 이용하 으며, 한약재 생산자 물가

지수(2005=100)를 이용하여 디 이터 하 다.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도 역의 분석방법인 스펙트럴분석법을 이용하여 약용작물 순환주기를 

찾는 연구를 시도하 다. 이를 해 가격변동이 추세성분(), 계 성분(), 순환성분(), 

불규칙성분()으로 구성되며 독립 인 형태로 추출할 수 있다고 가정(분해법)하 다. 그리

고 x-12법을 이용하여 계 변동과 불규칙변동을 제거하고, 불안정시계열의 추세제거 방법으

로 리 쓰이는 HP필터 (Hodrick- Prescott Filter)를 통해 추세변동을 제거하여 순수한 순환변

동만으로 약용작물 가격의 주기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스펙트럴분석은 평활기법을 사용하여 주기도분석을 수정한 분석기법인데, 분석 상 시계

열자료의 기간을 고려하여 평활가 치로서 삼각 칭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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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Results)

 먼  선정된 작목의 계 변동을 살펴보면 체 으로 변동폭이 큰 편은 아니지만 구기자

는 8∼9월 가격이 낮게 형성되다가 이후 상승하여 11월에 높은 편이며, 당귀(토)는 6∼8월

에 비교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5개 작목 모두 최근에 계 변동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약용작물 가격시계열에서 계 변동, 불규칙변동을 제거한 후,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순환변동 자료는 <그림 1>과 같다. 구기자의 경우 분석기간 내 2차례 이상의 순환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작목에 따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계열에 내

재되어 있는 구체  주기를 악하기 한 스펙트럴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그림 2>와 같

다. 구기자가격, 당귀(토)가격은 52개월, 산약가격은 39개월 순환주기로 동곡선의 형태로 

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험성  

Fig. 1. Seasonal Adjustment of Medical Crop and Hodrick-Prescott Filter(lambda=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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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tral Densities of Medical Crop by Cyc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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