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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를 가지고 상호간의 연 성을 

분석하 다. 분석을 한 통계분석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년 9개월간의 월별자료 189개를 사용하 고, 
분석도구로는 E-Views 6을 이용하여 VAR 모형을 통한 그랜  인과 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과 충격반응분석

(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 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  인과 계 분석결과(Granger Causality test) 상승률과 변동성에 있어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호간에 측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분석결과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도소매지수에 사이에 충격이 존재하여 일정시차까지 향을 미치다가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산업에 있어서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도소매업체의 매량을 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결과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일정시차동안 73.65%~65.59%의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일정시차동안 0.97%~1.92%의 

서비스업도소매지수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향력이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수를 상으로 

한 상호간의 가격발견을 통한 상호연 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방법을 확장하여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

지수와의 가격발견 기능을 악하는데 기여하 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물가지수를 리하고 있는 정부에게 

물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각종 지수를 리하고 있는 한국은행  통계청에게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 한 한계 으로는 물가지수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서 좀 더 체계 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과 구조변화 시 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이다. 따라서 다양한 물가지수를 활용한 후속연구와 

구조변화를 후를 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제어: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업도소매지수, VAR, 그랜저 인과관계,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

수일(2015년 12월 3일), 수정일(1차: 2016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2016년 1월 30일)
* 경기 학교 경 학과 부교수, kji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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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 서비

스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  산업 고용시장에서 서비스업이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

어 서비스업은 미래의 국가 성장의 동력이자 지속

인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1)는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

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체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 으로 악하기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는 국가의 경제정책  기업의 경 계획수립

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경제연구

소의 서비스 동향분석  연구자료, GDP 추계 자료 

등으로 리 활용되고 있다. 한 서비스업 생산지수

는 재의 경기 상황을 반 하게 하는 경기동행지수

의 구성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매월 서비스

업동향조사 결과와 행정자료(한국은행, 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를 이용하여 서

비스업생산지수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생

산지수 상승률은 Tab.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년 14.6%, 2005년 4.82%, 2010년 4.53%, 2015년 9
월 말 재 -4.6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소매지수 상승률은 2000년 7.98%, 2005년 6.03%, 
2010년 8.11%, 2015년 9월 말 재 -1.98%를 나타

내고 있다. 2015년 9월 말 재 양지수가 음(-)의 성

장률을 보이고 있어 2015년도에 들어서 실물경기가 

매우 나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
1)  산업에서 서비스업 체  개별 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 으로 악하기 해 개별 업종의 상  요도인 

부가가치 기  가 치를 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기업의 경 계획 수립을 한 기 자료와 주요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연구자료, GDP 추계자료에 

활용된다.

근 들어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이고 자본을 확충하

는 등 재무상태는 매우 건 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신
규투자에 하여는 꺼리거나 제품생산도 정량만 유

지하고 있다.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서비스업
생산지수

14.60 8.71 4.53 -4.61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7.98 6.03 8.11 -1.98

Tab. 1-1. Index Increase Rate of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단 : %)

주) 지수상승률은 년 비증가율이며, 지수는 2000년을 100
을 기 으로 한 자료이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 으로 작성하 다.

체 분석기간  Fig. 1-1과 Fig. 1-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서비스업생산지수 본 논문의 분석기간 시작인 

2000년 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도의 성장률을 나타

내었으나, 이후 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2005년 상반기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었다가 2008년에는 미국발 서 라임 사태로 

재차 악화되었으며, 이후 2010년 까지 회복되다가 최근

인 2015년까지 지속 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반

으로 분석기간 동안 생산량이 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역시 서비스업생산

지수와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분석기간인 15년 

동안 계속하여 소비심리가 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업의 생산 활동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비스 산업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지나

서 실물경기가 하락 는 침체에 따라서 지속 으로 하

락세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서비스업 도소매 매량도 함

께 감소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경기순환주기는 호

경기 → 후퇴기 → 불경기 → 회복기를 반복하는데, 불경

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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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0년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

스업도소매지수의 년 비 증가율을 꺾은선 그래 로 나

타내었다.
Fig. 1-1. Graph of broken line to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주) 2000년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

스업도소매지수의 년 비 증가율을 막 그래 로 나타

내었다.
Fig. 1-2. Bar Graph to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Fig. 1-3은 200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체

분석기간에 한 월별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

도소매지수의 변화추세를 나타낸 표인데, 2000년부

터 2006년 7월까지는 서비스업도소매지수가 서비스

업생산지수에 앞서 진행되었으나, 2006년 8월부터는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서비스업도소매지수를 체로 앞

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2014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서비스업도소

매지수보다 훨씬 앞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보다 도소매 

매가격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으로 나타내어 기업들

이 정 생산량만을 생산함으로써 나타나는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 2000년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

스업도소매지수의 변화추세를 꺾은선 그래 로 나타내었다.
Fig. 1-3. Transitional Aspect of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1.2 선행연구 고찰

본 논문은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

수와의 상호연 성을 분석하여 정보이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분석을 하여 한국

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발표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를 사용하 으며, 분석기간은 2000
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년 9개월간이며, 표본

자료는 189개 월별자료를 사용하 다. 통계 분석도구

는 E-view6을 이용하여 VAR 모형을 이용한 그랜  

인과 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과 충격반응분

석(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분석을 실시하 다. 그동안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간에 진행되어 온 연

구는 없어서, 각종 물가지수와 련된 연구를 심으

로 고찰하 다. 먼  Kim(2013)은 지수를 이용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와의 상호연 성에 한 연

구에서 1986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6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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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322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통하

여 그랜  인과 계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석과 분산

분해 분석을 실시하 는데, 실증분석결과 생산자물가

는 소비자물가에 선행하여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Kim and Kang(2005)은 생산자물

가와 소비자물가의 장기 계 분석이라는 연구에서 

1985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 조정(sea-
sonally adjusted)된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자물가

와 소비자물가와의 연 성을 분석하 다. 분석도구로

는 Engle-Granger의 잔차항 검정(RBT)과 Johansen
검정, 공통확률 추세모형(Common Stochastic Trend 
Model)을 사용하여,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한 이론 인 장기 계식을 도출하 다. 실증분석결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사이에는 장기 인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이는 기

술수 이나 생산재 공 충격이 임의 인 행태를 보일 

경우 두 변수 간에는 장기 인 안정 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Lee(1998)는 소비자물

가와 생산자물가의 계  소비자물가 변동요인에 

한 연구에서 1981년 1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15
년 10개월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이용하

여 공 분 검정과 그랜  인과 계 분석을 통하여 검

정하 다. 분석결과 1981년부터 1989년 동안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에는 상호연 성이 나타났으나, 
1990년부터는 상호연 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즉 1980년 에는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에 후행하여 반응하 으나, 1990년  이

후에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사이에는 선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이와 같이 

분석기간과 분석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 해외에서 진행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간

의 장기 계연구에는 Lee(1996), Pecchenino(1992), 
Baillie(1989), Boughton and Branson(1988) 등이 

있다. 먼  Lee(1996)는 공 분 검정을 통하여 시계

열자료인 가공단계별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가

지고 상호간의 장기  상 계를 분석하 다. 실증

분석결과 공 분 벡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부여

할 경우에 상호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

다. 반면에 Pecchenino(1992)는 일반균형이론모형

을 통하여 상품물가와 소비자물가와의 연 식을 통하

여 분석하 는데, 분석결과 상품물가의 경우에 상품

공 에 미치는 충격이 임의 인 상태를 나타낼 경우

에는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한 Baillie(1989)은 분석 상 상호간에 

단기 인 상 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Clark(1995)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호간에 구성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련성이 매우 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Baillie(1989)도 Engle-Granger 검정을 통하여 소비

자물가지수(CPI)와 상품가격과의 계를 분석하 는데, 
실증분석결과 소비자물가와 상품가격과 간에는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Boughton 
and Branson(1988)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품가

격에 한 상호연 성에 한 연구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상품가격과 사이에는 상 계가 단기

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Boughton 
and Branson(1988)는 G7국가들을 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상품가격과의 장기  연 계를 공

분 검정방법으로 분석하 는데, 실증분석결과 G7국

가들은 소비자물가와 상품가격사이에는 장기  연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그러나 G7그룹을 단일집단으로 가정하여 실증분석 하

을 경우에는 G7국가들의 상품가격의 환 이 소

비자물가지수(CPI) 환 에 선행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한편, 물가지수와 리와의 계에 한 

연구로서 Nam and Park(1993)은 1972년 3분기부터 

1991년 3분기까지의 회사채수익률과 도매물가상승률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벡터자기상 (VAR)모형과 

벡터자기상 이동평균(VARMA)모형을 통하여 명목

리와 도매물가와의 동태 계를 규명하 다. 인과

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회사채 수익률과 도매물가 사

이에 어느 방향으로도 일방 인 인과 계는 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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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고 주장하 다. 즉, 양 변수 간에는 명확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 
한편, Kim(2010)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에 국 인

이션이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를 하 으며, 
Hwang(2004)는 put-call parity를 이용하여 주가지

수 물시장과 옵션시장을 상으로 상호연 성 연구

를 실시하 고, Oh(2006)은 확률  이항모형을 이용

하여 이자율 측과 선도이자율 기간구조를 설명하는 

등 각각 리와 물가지수와의 연 성을 분석하 다. 
한편, Kim and Kim(2014)은 우리나라 주가와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상호연 성에 한 연구에서 주가지

수(KOSPI지수, KOSDAQ지수)와 거시경제변수(국고

채권, 회사채, 기업어음,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

지수, 원달러 환율) 상호간의 연 성을 분석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4개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VAR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 는데, 실증분

석결과 KOSPI지수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원달

러 환율에 하여 측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물가지수를 상으로 한 연구를 확

하여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와의 

상호연 성을 분석하여 가격발견 기능을 규명함으로

써 정부와 앙은행의 물가안정 정책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수에 한 설명력을 규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예비분석 

2.1 표본의 특성 및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자료는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

도소매지수를 사용하 다.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

터 2015년 9월까지 15년 9개월 간 월별 189개 표본

의 지수와 증가율, 변동성 지수를 사용하 다. 서비스

업생산지수2)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의 증가율은 다음

과 같이 산출하 다. 

∆    , 
∆    

다음 Tab. 2-1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

소매지수의 기 통계량을 나타낸다. 분석기간  서

비스업생산자지수는 평균 0.2% 상승하 으며, 서비

스업도소매지수는 평균 0.14% 상승하 다. 표 편차

는 서비스업생산자지수는 1.88%, 서비스업도소매지

수는 2.06%를 나타내었으며,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

분포를 벗어났다. 그러나 J-B(Jarque Bera)분석에서

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물가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수 변수 차분변수 수 변수 차분변수

평균 86.483 0.0020 88.411 0.0014

표 편차 21.204 0.0188 17.459 0.0206

왜도 -0.010 0.0252 0.1515 0.4946

첨도 1.6811 3.5760 1.5776 3.1790

J-B 13.701 2.6331 16.654 0.0186

Tab. 2-1.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주)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에 한 기 통계

량을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

지의 189개 표본자료를 가지고 분석하 다. J-B(Jarque 
Bera)는 표본자료의 정규성(normality)을 검정하는 것으

로 통계량은     





  

이

며, 귀무가설 정규성하에서  분포를 따르며, ***는 1% 유
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2.2 상관관계(Correlation)분석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간의 상

계를 다음 Tab. 2-2에 제시하 다. 체 분석기간 

동안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98.36%
의 매우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로 

표 하고,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로 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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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Likelihood 

Ratio
5% 

임계치
1% 

임계치

SIPI/
SIWR

lag 1

I
14.04 15.41 20.04

1.19 3.76 6.65

I+T
11.89 25.32 30.45

12.74 12.25 16.26

lag 5

I
3.31 15.41 20.04

0.04 3.76 6.65

I+T
16.71 25.32 30.45

2.56 12.25 16.26

lag 10

I
3.08 15.41 20.04

0.20 3.76 6.65

I+T
14.16 25.32 30.45

2.85 12.25 16.26

Tab. 2-4. Cointegration Test

주) 요한센공 분검정모형 추정 시 시차는 1과 5, 10을 용

하 으며, 편(intercept)이 포함된 모형을 추정하 음.

같은 분석 결과는 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매우 강하

게 지지하며, 경기동행지수로서 설명력이 높다는 것과 

함께 지수 상호간에 깊은 연 성이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1.00 0.9836
***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0.9836*** 1.00

Tab. 2-2. Correlation Analysis

주) ***
는 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3 단위근 검정 및 공정분 검정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간의 상

호연 성에 한 분석을 하여 이들 간의 공 분 

계(Cointegration)를 검정하 다. 검정 결과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간에 공 분 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장기 으로 안정 인 연 성이 존재

한다는 것으로 단할 수 있어 경제구조의 변화를 공

분 계의 변화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  양 

지수에 한 통계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 단 근 검정을 실시하 다. 단 근 검정은 통계

분석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ADF검정방법

(Dickey and Fuller, 1979)과 PP검정방법(Phillips and 
Perron, 1988)을 사용하 다. 단 근(unit root) 검정

은 기울기를 고려한 검정과 기울기  추세를 고려한 

ADF검정과 PP검정을 실시하 다. Tab. 2-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수 변수인 지수에서는 기울기  추세

선을 고려한 PP검정결과에서만 안정 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수에서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수를 차분한 차분변수인 상승률에서는 단 근을 갖

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유의수 에서 기각을 하여 

단 근을 갖지 않은 안정 인 시계열임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실증분석에서는 안정 인 상승률인 차분

변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구 분

물가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ADF

I
수 변수 -0.81 -1.02

차분변수 -2.59
*

-2.74
*

I+T
수 변수 -2.45 -2.13

차분변수 -2.89
**

-2.85
**

PP

I
수 변수 -0.87 -1.30

차분변수 -40.20
***

-33.72
***

I+T
수 변수 -11.99

***
-6.52

***

차분변수 -57.20
***

-34.80
***

Tab. 2-3. Unit Root Test

주) ADF검정과 PP검정의 귀무가설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
를 기각하는데 있어서 Mackinnon 임계치(critical value)는 
***(1%): -3.45, **(5%): -2.87, *(10%): -2.57이다. 

단 근 검정에 이어 합리  실증분석을 하여 공

분 검정을 실시하 다. Tab. 2-4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간에 선형 계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하여 각 지수에 한 공 분 검정(Cointegration)
을 실시하 다. 공 분검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요한센 검정법(1991)을 사용하 다. 
Tab.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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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간에는 공 분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안정 인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며, 오차항을 고려하지 

않은 VAR 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2.4 가설 설정 및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

소매지수 간의 선도지연 효과를 분석하여 각 지수간

에 가격정보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서비스생산자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와의 상호

연 성 분석을 통하여 각 지수가 상호간에 향을 미

치는지를 악하는데 있다.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서비스업생산지수 상승률(변동성)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승률(변동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2: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승률(변동성)은 

서비스업생산지수 상승률(변동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다음식과 같이 오차

항을 고려하지 않는 VAR 모형을 이용하 다. Tab.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BIC를 이용하여 시차 5까지 단하 다. 먼  가설 1
과 가설 2를 검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그랜  인

과 계검정 모델을 사용하여 상호간의 측력을 검정

하 다. 아래 식에서 와 는 t시 의 서비스

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승률을 각각 의

미하며,   ⋯  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기각이 되면 서로간의 가격변화량에 한 측력

이 있음을 단할 수 있다. VAR(p)모형 추정 시 상수

항 포함여부와 어느 정도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

할지는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 이 BIC를 

사용하 다. 서비스업생산지수 상승률과 서비스업도

소매지수 상승률의 두 변수를 사용하여 VAR(p) 모형

을 구성하 으며, 상수항 포함여부와   ⋯ 의 

값에 따른 BIC 값을 각 기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체기간에 하여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

은 상태에서 p가 1인 경우가 가장 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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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수항
시차(lag)

1 2 3 4 5

SIPI/
SIWR

불포함 -11.52 -11.79 -12.21 -12.23 -12.44

포함 -11.59 -11.83 -12.36 -12.44 -12.65

Tab. 2-5. BIC Test

3.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

수 상호간 가격발견 기능을 통한 장기  상호연 성

을 규명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의 물가정책 수립에 기

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생산자지수와 서

비스업도소매지수와의 상호연 성 분석은 VAR 모형

을 이용한 그랜  인과 계검정(Granger Causality 
test),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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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비스업생산지수 상승
률  변동성은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상승률  변
동성을 Granger-cause
하지 않는다.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승
률  변동성은 서비스업
생산지수 상승률  변동
성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수익률 F값 변동성 F값 수익률 F값 변동성 F값

SIPI/
SIWR

8.13
***

32.10
***

2.54
***

29.47
***

Tab. 3-1. Granger Causality Test

주) ① 그랜  인과 계는 다음의 귀무가설을 각각 검정함

        , 
        

에서 귀무가설     에 대한 통계량을 
         
        

에서 귀무가설     에 대한 통계량을 각각 계산함.
    ② ***는 1% 유의수 을 의미하며, SIPI는 서비스업생산지

수, SIWR는 서비스업도소매지수를 의미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하여 추정하

다. 분석은 첫째,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

매지수 상호간 상승률에 의하여 측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상호간 충격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며, 
만약 충격이 존재한다면 시차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

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생산지

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승률에 한 상호 향력

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분하는 것이다. 

3.1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Tab. 3-1은 서비스업생산지수에 한 상승률  

변동성과 서비스업도소매지수에 한 상승률  변동

성이 상호간의 상승률  변동성에 향을 주는지에 

한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통계  유의성을 분석

한 결과 상승률에 있어서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서비스

업도소매지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 1을 기

각(F통계량 값이 8.13)하여 측력이 있음을 나타내

었으며, 서비스업도소매수지수가 서비스업생산지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 2를 기각(F통계량 값이 

2.54)하여 측력이 있음을 나타냄에 따라 상호간에 

향을 미치고 알 수 있었다. 한 변동성에 있어서도 

양시장의 F통계량 값이 각각 32.10과 29.47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수 에서 기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설 1과 가설 2를 각각 기각함에 따라 상호간

에 측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호간에 

측력이 존재한다면 그 측력이 어느 정도 지속되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추정하

으며, 그 결과가 Fig. 3-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

과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서비스업도도소매지수에 즉각

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여 시차 2까지 향을 미

치다가 이후 시차 3까지 음(-)의 향을 미치다가 다

시 시차 5까지 양(+)의 향을 미치다가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서비스업생산

지수에 즉각 으로 음(-)의 향을 미치다가 시차 

2.5에서 양(+)의 향을 미치다가 사라짐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서비스업종도 일반 제조

업종과 마찬가지로 도소매 매량을 어느 정도 측하

여 생산하게 하는 경제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
른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산업에 있어서도 생산량

은 어느 정도 도소매업체의 매량을 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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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020

1 2 3 4 5 6 7 8 9 10

SIWR => SIPI

-.010

-.005

.000

.005

.010

.015

.020

1 2 3 4 5 6 7 8 9 10

SIPI => SIWR

주) 는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를 각각 의미함.
Fig 3-1. Impulse Response Fun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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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표 오차
서비스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1  0.017634  100.0000  0.000000

2  0.018902  99.02255  0.977454

3  0.019065  98.37310  1.626902

4  0.019090  98.14321  1.856790

5  0.019096  98.08646  1.913542

6  0.019098  98.07597  1.924027

7  0.019098  98.07456  1.925435

8  0.019099  98.07445  1.925547

9  0.019099  98.07445  1.925547

10  0.019099  98.07445  1.925546

Tab. 3-2. Variance Decomposition Test
패  A: 서비스업생산지수의 분산분해

시차 표 오차
서비스업

도소매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1  0.019200  26.34031  73.65969

2  0.020513  32.48850  67.51150

3  0.020776  34.16237  65.83763

4  0.020852  34.41794  65.58206

5  0.020873  34.42389  65.57611

6  0.020878  34.41461  65.58539

7  0.020880  34.41144  65.58856

8  0.020880  34.41083  65.58917

9  0.020880  34.41076  65.58924

10  0.020880  34.41077  65.58923

패  B : 서비스업도소매지수의 분산분해

주) ① 다음과 같은 VAR 모형을 통하여 분산분해를 실시하 음.
       VAR(1) 모형:
        


 


  

 
  

 
 




    ②  I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는 서비스업도소매지

수를 각각 의미함.

3.3 분산분해 분석 결과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의 상승률

이 상호간에 어느 정도 크기로 반응하는지를 추정하기 

하여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

다. 분석기간은 충격이 완 히 소멸될 것으로 추정되

는 10기간 측(10-period ahead forecasts)을 설정

한 후 측오차 분산분해를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가 

Tab. 3-2에 제시되어 있다. 패  A에서 서비스업생산

지수는 종속변수를 나타내며,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설명변수인 독립변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시차 1에서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향을 
받았으나, 시차 2부터 시차 10까지는 0.97%~1.92%가 

서비스업도소매지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 향력

이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패  B에서 서비스업도소매

지수는 종속변수를 나타내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설

명변수인 독립변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서비스업도

소매지수는 시차 1부터 시차 10까지 73.65%~65.59%
가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랜  인과 계 분석결

과와 분산분해 분석결과를 지지하며, 서비스업도소매

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랜  인과

계와 충격반응 함수 결과를 지지하여 서비스업생산지수

는 서비스업도소매지수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 

상호간 가격발견 기능을 통한 장기  상호연 성을 규명

하여 정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물가정책 수립과 지수

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한 통계분석자료

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서비스업생산

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수를 사용하 으며, 분석기간

은 200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년 9개 월 간이며, 
월별 189개 표본의 지수와 증가율, 변동성 지수를 각각 

사용하 다. 분석도구로는 VAR 모형을 이용한 그랜  

인과 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하여 추정하 다.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그랜  인과 계 검정결과 상승률에 있어서 서

비스업생산지수가 서비스업도소매지수에 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가설 1을 기각(F통계량 값이 8.13)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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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력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서비스업도소매수지수가 

서비스업생산지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 2를 

기각(F통계량 값이 2.54)하여 측력이 있음을 나타냄

에 따라 상호간에 향을 미치고 알 수 있었다. 한 

변동성에 있어서도 양시장의 F통계량 값이 각각 32.10
과 29.47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수 에서 기각이 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설 1과 가설 2를 기각함에 따라 

상호간에 측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서비스업도도소매지수에 즉각 인 반응을 보이기 시

작하여 시차 2까지 향을 미치다가 이후 시차 3까지 

음(-)의 향을 미치다가 다시 시차 5까지 양(+)의 

향을 미치다가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비

스업도소매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즉각 으로 음

(-)의 향을 미치다가 시차 2.5에서 양(+)의 향

을 미치다가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산업에 있어서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도소매업체의 매량을 측할 수 있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분해 분석결과 생산자물가는 시차 1

에서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향을 받았으나, 시차 

2부터 시차 10까지는 0.97%~1.92%가 서비스업도소

매지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 향력이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시차 1부터 

시차 10까지 73.65%~65.59%가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

과는 그랜  인과 계 분석결과와 분산분해 분석결과를 

지지하며, 서비스업도소매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수를 상으로 한 상호간의 

가격발견을 통한 상호연 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방

법을 확장하여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도소매지

수와의 가격발견 기능을 악하는데 기여하 다고 사

료된다. 종합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

구결과는 체 으로 장기 인 연 성이 나타나지 않

는다는 분석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는 서비스

업에 하여 생산지수와 도소매지수 상호간에 가격발

견이 나타나 상호연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지수를 상세한 개별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기 으로 상호연 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물가지수를 리

하고 있는 정부에게 물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각종 지수를 리하고 있는 한국은행  통

계청에게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 한 한계 으로는 물가지수를 이용한 선

행연구가 많지 않아서 좀 더 체계 인 분석이 부족하

다는 과 구조변화 시 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

다는 이다. 따라서 다양한 물가지수를 활용한 후속

연구와 구조변화 후를 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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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 the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based on the returns data offered by the Korea Bank. 
The data includes daily return data from January 2000 to September 2015. Utilizing a dynamic analytical 
tool-the VAR model,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have been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results of Granger Causality 
test suggests the existence of mutual causality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precede and 
have explanatory power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However the results also 
identified a greater causality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over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Secondly, the results of impulse response function 
suggest that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show immediate response to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and are influenced by till time 5 From time 2, the impact gradually disappears. 
Also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show immediate response to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are influenced by till time 2.5, the impact gradually disappears. Lastly,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the changes of return of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re dependent on those of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This implies that 
returns on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returns on the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It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market price 
formation function through analysis of detached the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Finally, our results can be used as a guide by the Korea Bank 
and Republic of Korea and as well as Statistics Korea.

Keywords: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Service Industrial Wholesale and Retail Index, VAR,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Variance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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