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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국제원유가격에 대한 환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는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상반된 결과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인과관계가 분석되었을 가능성에 착안해서 분위

수별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며 이 점에서 지금까지 평균 인과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자료는 Brent 원유의 국제가격과 미국의 주요국 환율의 가중평균 (major currencies dollar index;

MCDI)의 1987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기간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서 분위수

인과관계 개념에 대해 비모수 커널방법을 적용한 Jeong 등 (2012)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

통적인 평균 인과관계에서는 달러 환율이 원인이고 Brent 원유가격이 결과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반

면에, 비모수분위수검정에서는 중앙값인 0.5 분위수 근방의 분위수에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대부

분 분위수에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평균인과 검정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

요한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용어: 분위수, 비모수검정, 원유가격, 인과관계, 환율.

1. 머리말

경제 분석에서 인과관계는 가장 많이 분석되는 경험적 관계들 중의 하나이다. 경제정책의 결정에서

목표가 되는 변수와 수단 변수를 구분할 때 그리고 금융투자 결정에서 선행지표를 고려할 때 원인에 해

당하는 변수와 결과 변수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유가격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가격 중

의하나이므로환율, 주가, 경제성장등다양한경제변수와의인과관계가분석되어져왔다.

미국 환율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원유가격에 못지않게 많은 인과분석 연구의 대

상이 되어 왔다. 특히 달러는 국제원유시장의 주요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미국 환율의 변동은 원유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는 문헌

마다 다르다. 예컨대 환율이 원인이고 원유가격이 결과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 (Sadorsky, 2000; Zhang과 Wei, 2010), 그러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들도 있다 (Amano와 van Norden, 1998; Benassy-Quere 등, 2007; Chaudhuri와 Daniel, 1998;

Chen과 Chen, 2007; Coudert 등, 2008).

경제 및 경영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과분석 방법은 Granger (1969)가 제시한 평균인과

(causality in mean) 분석방법이다.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인 인과관계의 분석에서 현재 y에 대한 x와

y의 과거 정보가 주어진 조건부 평균이 y의 과거 정보만이 주어진 조건부 평균과 같으면 ‘x는 y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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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과하지 않는다 (x does not cause y in mean)’라고 정의한다 (Granger, 1969). 이때 실제 분석

에서는평균회귀분석 (mean regression analysis)이이용된다. 그러나①평균은확률변수의분포에대

한중심경향 (central tendency)의정보를제공하는장점을갖지만분포의다른특징들에대해서는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고, ② 자료의 형태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산포가 매우 큰 경우, 상하위 부분에 위치

한 극단값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등에는 분포의 특징으로서 중심경향의 중요성은 감소하며 이러

한경우에는분위수의보완적사용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평균회귀분석대신에 Koenker와 Bassett (1978)이제안한분위수회귀분석 (quan-

ti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는 분위수 인과 (causality in quantile)가 평균 인과검정을 보완할 수

있다. 분포의 다른 분위수마다 다양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Granger의 평균인과검정은 이러

한 다양한 인과관계를 대표해서 분포의 중심경향에서의 인과관계만을 검정할 뿐이다. 그러나 자료의 형

태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산포가 매우 큰 경우, 상하위 부분에 위치한 극단값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결론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Granger 평균인과검정을 이용하는

모든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검정결과에 기초해서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등으로단정적으로결론을내리고있기때문에, 분위수인과검정을함께사용하면평균인과의검정

결과를해설할때주의가필요하다는경각심을연구자들에게줄수있을것이다.

한편 Granger 인과 개념은 결과 변수를 예측할 때 원인 변수의 과거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기

초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 결과는 결과 변수의 예측 모형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금융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는 예측을 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인과의 검정 결

과는 중심경향에서의 예측에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없는 반면에, 분위수

인과의 검정 결과는 여러 분위수에 상응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예측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Lee와 Yang, 2012).

본 연구는 분위수 회귀함수에 비모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인과검정 방법을 제시한 Jeong 등

(2012)의 방법을 적용하여 미국 환율과 국제원유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다만 Jeong 등

(2012)의 방법은 특정 분위수에서의 인과검정을 수행할 뿐이며 분위수 구간에서의 검정을 할 수 없

기때문에분위수마다검정결과가다르게나올경우종합적으로검정의결론을내릴수없다. 이런측면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Granger 평균인과검정에 따른 분석결과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관점에서

해석될필요가있다. 참고로 Lee와 Yang (2012)은분위수회귀함수의함수형태를모수적으로가정하고

추정하는분위수인과검정방법을제시한바있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분석에 이용되는 단위근 검정과 고차 적률 인과검정 방

법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4절은 요약 및 결론

을제시한다.

2. 분석 방법

연구의완결성을위해 Jeong등 (2012)의분위수인과검정방법을간략히소개한다. Granger (1969)가

제시한 평균인과 (causality in mean) 개념은 조건부 평균에 기초한다. 약정상적인 2변량 시계열 과정

{(xt, yt)}의 상황에서 y를 예측할 때 아래 식 (2.1)과 같이 y의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x의 과거 정보

를 이용하는 조건부 평균 예측이 y의 과거 정보만을 이용하는 조건부 평균 예측과 다르면 x가 원인이고

y가결과인평균인과가존재한다 (Granger, 1969).

E(yt|yt−1, · · · , y1) ̸= E(yt|yt−1, · · · , y1, xt−1, · · · , x1). (2.1)

응용연구에서는선형평균회귀함수를가정하고유한한차수의과거변수만을고려하여평균인과를검

정하게된다. 이경우식 (2.1)의우변은다음과같은회귀함수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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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 = α1yt−1 + · · ·+ αpyt−p + β1xt−1 + · · ·+ βqxt−q + ϵt, (2.2)

식 (2.1)의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식 (2.2)에서 x의 과거 변수들이 모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지여부를통상적인 F통계량을이용하여검정하면된다.

Jeong 등 (2012)의 분위수 인과관계는 과거 시차의 차수를 유한하게 절단하고 식 (2.1)에서 평균 대

신에분위수를이용한것이다. 즉, θ를 0과 1사이의확률값이라고할때,

Qθ(yt|yt−1, · · · , yp) ̸= Qθ(yt|yt−1, · · · , yp, xt−1, · · · , xq) (2.3)

이면 x는 y를 θ-분위수에서인과한다 (x causes y in θ-quantile). 이때 Qθ는 y의조건부분포의 θ-분위

수를 나타내며, z가 주어진 y의 조건부 분포함수를 Fy|z(y|z)로 표기하면 Qθ(y|z) = inf {y ∈ R : θ ≤
Fy|z(y|z)}이다.

zt = (yt−1, · · · , yp, xt−1, · · · , xt−q), wt = (yt−1, · · · , yp), Qθ(wt) = Qθ(yt|wt)등의 표기를 이용하

면, 특정한 확률 값 θ에서 분위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각각 다음과 같

게된다.

Ho : P
{
Fy|z(Qθ(wt)|zt) = θ

}
= 1, (2.4)

H1 : P
{
Fy|z(Qθ(wt)|zt) = θ

}
< 1. (2.5)

다음으로 분위수 제약조건을 평균 제약조건으로 변환시킨 Zheng (1998)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식

(2.4)의귀무가설에대한필요충분조건은다음과같다.

E [1 {yt ≤ Qθ(wt)}| zt] = θ, (2.6)

이때 1(.)는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일 때 1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이다. 식 (2.6)의

양변 간의 차이에 대해 다양한 거리 척도가 이용될 수 있는데 (Li와 Wang, 1998; Zheng, 1998), Jeong

등 (2012)은다음척도를이용하였다.

J = E
[{

Fy|z(Qθ(wt)|zt)− θ
}2

fz(zt)
]
. (2.7)

식 (2.7)에서 fz는 z의확률밀도함수이다. ϵ = 1 {y ≤ Qθ(x)}−θ로표기하면 E(ϵ|z) = Fy|z(Qθ(x)|z)−
θ의관계가성립하므로식 (2.7)의 J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J = E {ϵtE(ϵt|zt)fz(zt)} . (2.8)

이제 식 (2.8)에 있는 확률함수들과 조건부 분위수 함수를 비모수 커널 방법에 의해 추정하면, J은 다

음과같이추정될수있다.

ĴT =
1

T (T − 1)hm

T∑
t=1

T∑
s ̸=t

Ktsϵ̂tϵ̂s, (2.9)

위에서 T는 시계열자료 크기, m = p + q는 z의 차원, h는 평활계수 (bandwidth parameter), Kts =

K{(zt − zs)/h}는커널함수, ϵ̂t = 1{yt ≤ Q̂θ(wt)} − θ, Q̂θ는비모수커널분위수추정량이다.

Jeong 등 (2012)은 기술적인 가정들이 충족될 때 ĴT의 다양한 대표본 성질들이 성립함을 보였으며

특히다음의대표본분포와분산의일치추정량을도출하였다.

Thm/2ĴT
d→ N(0, σ2) (2.10)

σ2 = 2E
{
θ2(1− θ)2fz(z)

}∫
K2(u)du (2.11)

σ̂2 = 2θ2(1− θ)2{1/T (T − 1)hm}
∑
s̸=t

K2
ts = σ2 + op(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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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0)은 대표본 분포, 식 (2.11)은 대표본 분산 그리고 식 (2.12)는 대표본 분산의 일치 추정량을

제시한다. 위의 대표본 성질들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가정에는 시계열 {(xt, yt)}의 확률밀도함
수 및 조건부 분포함수의 미분가능성과 정상성 (stationarity) 등이 포함된다 (Jeong 등, 2012). 위 결

과를이용하면분위수인과관계에사용되는검정통계량과대표본분포는아래와같다.

Thm/2ĴT /σ̂T
d→ N(0, 1). (2.13)

식 (2.13)의 검정통계량이 표준정규분포에서 각 유의수준의 임계값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분

위수인과관계가존재하게될것이다.

3. 경험적 분석

분석에서 국제원유가격은 Brent 원유가격을 이용한다. Brent원유는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경질

(API 38도), 저유황 (0.35%)의 혼합 (Blending) 원유로서, 1980년대 초부터 유럽지역의 기준원유가

되어 왔으며 Dubai와 WTI와 더불어 세계 3대 기준 원유 중 하나이다. 특히 Dubai와 WTI와는 달

리 기준 원유시장 간의 연관성이 높으며 유동성이나 공급 안정성, 판매자의 다양성 등에서 가장 주요

한 기준 원유이다. 미국 환율로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통화와의 환율들의 가중평균 (major currencies

dollar index; MCDI)을 이용한다. 가중치는 교역국과의 수출과 수입 비중이 사용된다. 자료는 1987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기간의 월별자료이다. Brent 원유가격은 미국 에너지정보부의 자료 (http://

www.eia.gov/dnav/pet/pet_pri_spt_s1_m.htm)를 이용하였고, MCDI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

료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summary/indexnc_m.htm) 중 실질값을 이용

하였다. Brent 원유가격은 각 시점의 시장가격인데 이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과관계가 잘못 반

영될 수 있으므로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가 지수로는 미국 전 도시 소비자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 all urban consumers of US)가 사용되었으며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청

자료 (http://www.bls.gov/data)를이용하였다. 각변수시계열그림은 Figure 3.1에제시되어있다.

Brent

MCDI

Figure 3.1 Time plots of MCDI and Brent

경제변수를 로그 변환을 하면 변수의 규모 (scale)가 축소함으로써 비선형성이나 비정규성 정도가 감

소하고 또한 분산 비정상성 (nonstationarity in variance)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경제변수의 모

형화에 자주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시계열자료를 로그 변환하여 분석하며 Figure 3.2은 로그 변환한

시계열의그림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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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t

MCDI

Figure 3.2 Time plots of ln(MCDI) and ln(Brent)

시계열의 정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단위근 검정에 많이 사용되는

ADF (augmented Dickey-Fuller, Dickey와 Fuller, 1979, 1981) 검정은단위근존재를귀무가설로갖기

때문에 검정력이 낮아서 실제보다 더 빈번하게 단위근 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wert,

1989). 따라서 단위근 존재가 대립가설로 표현되는 검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ADF검정

에 추가하여 단위근 존재를 대립가설로 갖는 KPSS검정 (Kwiatkowski 등, 1992)을 수행했다. 차수는

AIC에기초하여결정하였다.

Table 3.1 Statistics of unit root test

Variable
ADF KPSS

no intercept and trend intercept intercept and trend level trend

ln(Brent) 0.25 -1.44 -3.09 10.64 *** 2.61 ***

ln(MCDI) 0.11 -1.61 -1.58 0.66 ** 0.65 ***

** and *** indicate level of significance at 5% and 1%, respectively.

ADF검정과 KPSS검정을이용한각변수의단위근검정결과는 Table 3.1에제시되어있다. ADF검

정은 절편과 시간 추세항이 모두 없는 경우, 절편만 있는 경우, 절편과 추세항 모두 있는 경우에 대해 각

각 검정을 수행하였고 KPSS는 시간 추세항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수행하

였다. 검정 결과, 두 변수 모두 ADF검정에서는 단위근 존재의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고 KPSS검정

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있어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근

검정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모든 변수들을 1차 차분하고 분석한다. 모든 변수에 로그 변환이 적용되

었으므로 1차 차분하면 로그 수익률이 되며 Figure 3.3은 각 변수의 로그 수익률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

다.

Figure 3.3 Time plots of the 1st difference of ln(MCDI) and ln(B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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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유가격에 대한 MCDI의 Granger 평균 인과관계를 먼저 검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식 (2.2)의

과거변수들의 시차 크기 p와 q는 AIC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인 평균 적률 인

과는식 (2.2)에대해아래귀무가설이기각될때존재하게된다.

Ho : β1 = · · · = βq = 0. (3.1)

검정에이용되는 F통계량은다음과같다.

F =
(SSER − SSEUR)/q

SSEUR/ {T − (p+ q)} ∼ F (q, T − (p+ q)). (3.2)

여기서 SSER은 식 (2.2)에 식 (3.1)의 조건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한 제약 회귀함수식에 대한 최소자승

추정의 오차항 제곱 합 (sum of squared errors, SSE)이며 SSEUR은 식 (2.2)에 대한 최소자승추정의

오차항 제곱 합이고 T은 식 (2.2)의 추정에 이용된 관측 자료의 크기가 된다. 평균 인과관계 검정 결과

는 Table 3.2에 제시되어 있으며, MCDI로 측정되는 달러 환율은 Brent 원유가격에 대해 10% 유의수

준에서는 평균 인과관계를 가지며 5% 유의수준에서는 평균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ger 인과검정에서 귀무가설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험적 분석에서 유의수

준 10%까지의 귀무가설 기각은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만약 Granger 인과검정을 이용

한 연구라면 위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달러 환율이 원인이고 Brent 원유가격이 결과인 인과관계가 존재

하는것으로결론을내릴것이다.

Table 3.2 Statistics of mean causality test

cause result p, q F

MCDI Brent 2 2.35*

* indicates level of significance at 10%.

다음으로는 0.05에서 0.95까지 0.05 간격으로 확률을 증가시키면서 비모수 분위수인과 검정을 각 분

위수에서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는 Figure 3.4에 제시되어 있다. 높은 빨간 점선은 표준정규분포에서

5% 유의수준의 임계값인 1.96을 나타내고 낮은 빨간 점선은 10% 유의수준에서의 임계값인 1.645를 나

타낸다.

Figure 3.4 Quantile causality test statistic and critical values at 5% and 10%

검정결과, 중위수인 0.5 주변의 각 확률에서 식 (2.10)의 검정통계량 ĴT는 임계값을 넘어서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Brent 원유가격에 대해 분위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그 밖의 확률 값

에서는 분위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ranger 평균 인과검정 결과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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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포 중앙 부분에서의 인과관계만을 반영했을 뿐이며, 이 때문에 10% 유의수준에서 약한 인과관계

존재의 검정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평균 인과검정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한

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Jeong 등 (2012)의 분위수 인과검정은 특정한 분위수에서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방법이며 분위수 구간에 걸친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분포의전체혹은일부구간에서분위수인과관계의존재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을내리기위해서는추

가적인인과검정방법의개발이요구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미국 달러 환율이 국제원유가격에 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지금

까지 인과관계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평균 인과관계 대신에 각 분위수에서 세부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분위수인과 검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분포의 중심에서의 인과

관계만을 검정할 수 있는 기존의 Granger 인과검정에 비해 분포의 다양한 위치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인

과관계를분석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분석 결과, 전통적인 평균 인과관계 검정에서는 달러 환율은 국제원유가격에 대해 인과관계를 갖지만

분위수 인과관계 검정에서는 분포의 중앙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위수에서 인과관계를 갖지 못하며,

따라서달러환율과국제원유가격간의인과관계를추론할때주의를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추후 가능한 연구주제는 분위수 구간에서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분위

수 인과검정 결과를 활용해서 분위수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후자 주제에 대해서

는 예측에서 우수한 성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서포트 벡터 회귀 (support vector regression; Hwang,

2014, 2015; Hwang과 Shim, 2016)의접근을고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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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ollar exchange rate and in-

ternational oil price. Although larg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has accumulated,

results are not unique but diversified. Based on the idea that such diversified results

may be due to different causality at different economic status, we considers an ap-

proach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 at each quantile. This approach is different from

the mean causality analysis widely employed by the existing literature of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is paper, monthly data from May 1987 to 2013 is used for the causal

analysis in which Brent oil price and Major Currencies Dollar Index (MCDI) are con-

sidered. The test method is the nonparametric test for causality in quantile suggested

by Jeong et al. (2012).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dollar exchange rate causes oil

price in mean, the causal relationship does not exist at most qua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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