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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 인과관계는 계량경제분석의 이유이자 목표

1.  Correlation  vs Causality

相關關係 / correlation
상관관계는 어떤 한 통계적 변동 원인(변수)과 다른 통계적 변동 원인(변수)들이 공변(共變)하는
함수관계를 말한다.  둘 이상의 변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상관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상관이라고 한다.  선형의 상관관계는 주로 일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
어질 수 있다.

因果關係 / causality

인과관계는 선행하는 한 변수가 후행 하는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암시하지 않으며 단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
이다. 원인이 되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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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usality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 처음부터 인과관계 같은 건 없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다.

둘째,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3의 변수 Z 가 X 와 Y 두 변수와 인과관계에
있을 수 있다.

셋째,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된다.

넷째,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X 가 원인이고 Y 가 결과가 된다.

다섯째,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Y 가 원인이고 X 가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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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usality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 X(원인)가 Y(결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다.

• X가 있으면 Y도 있고, X가 없으면 Y도 없다. 

• X의 발생은 Y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 위 경우와 관련하여, X보다 X의 역할에 더 적합한 다른 변수 Z가 없다. 
(예를 들어, 진짜 원인이 다른 변수 Z였고, Z가 Y보다 X에 더 먼저 영향을
주고 있어 마치 X가 변하면 Y도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 없다)

• 위 경우와 관련하여, 이러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안정적이다. 



2.  인과관계의 테스트

3. Causality의 테스트 : Granger Causality  (by C. Granger)

그랜저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 A, B, 두 변수에 대하여
A의 과거자료들과 B의 과거자료들의 결합으로 B를 회귀분석 한 결과가
B의 과거자료들만으로 B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더 있다면
A가 B를 그랜저 인과(Granger Causality) 한다고 말한다.

• A와 B의 두 변수가 있을 때 A가 B를 그랜저 인과 한다면 (A granger causes B),  
B를 예측할 때 과거의 B값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과거의 A값도 사용한 예측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즉, A의 변화가 B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 즉, “A granger causes B”는 (A lags + B lags) 들로 B를 분석한 경우의 예측력이
B의 lags 로만 B를 분석한 경우의 예측력보다 크다면 성립한다.  

• 테스트할 때에는 A, B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가면서 두 번 시행하여야 한다.



3. Causality의 테스트 – Granger Causality

Granger (1969) argued that causality in economics could be tested for by 
measuring the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values of a time series using prior 
values of another time series. 

A time series X is said to Granger-cause Y if it can be shown, usually through a 
series of t and F tests on lagged values of X, and with lagged values of Y also 
included, that those X values provid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about 
future values of Y. 

Granger, C. W. J. (1969).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37 (3): 424–438.

However, Granger test finds only "predictive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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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인과관계(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Let y and x be stationary time series. 

• To test the null hypothesis that x does not Granger-cause y, one first finds 
the proper lagged values of y to include in a univariate autoregression of y: 

Yt = a0 + a1 Yt-1 + a2 Yt-2 + ….. + am Yt-m + errort

• Next, the autoregression is augmented by including lagged values of x: 

Yt = a0 + a1 Yt-1 + a2 Yt-2 + ….. + am Yt-m

+ bp Xt-p + ….. + bq X-t-q + errort

• The null hypothesis that x does not Granger-cause y is accepted                     
if and only if no lagged values of x are retained in th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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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usality의 테스트 – Granger Causality

그랜저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 변수A → 변수B = Granger Causality 성립,                            
변수B → 변수A = Granger Causality 성립하지 않음
이 경우는 변수A가 변수B에 선행

• 변수A → 변수B = Granger Causality 성립하지 않음,                   
변수B → 변수A = Granger Causality 성립
이 경우는 변수B가 변수A에 선행

• 변수A → 변수B = Granger Causality 성립,                            
변수B → 변수A = Granger Causality 성립
쌍방으로 Granger Causality가 성립하는 경우. 제3의 외부 변수
(Exogenous Variable)가 공통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 변수A → 변수B = Granger Causality 성립하지 않음,                   
변수B → 변수A = Granger Causality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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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Long-Run Relationship among

 Crude Oil Spot Prices

 Trading Volume

 Combined Index

◼ Issue : Regionalization (S.G. Gűlen, 1998 & 1999)

◼ Model : Time-Series Model (GARCH (Generalized Autor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4 Spot Prices : Brent, WTI, Oman, Tapis

 From Jan. 1999 to Nov. 2012 (weekly)

Analysis on the Co-movement among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s Considering both Trading Price and Volume

(2013)

Y. Shin & E. Heo

3.  분석 사례



선물 가격(Future Price)의 인과관계 결과

3.  분석 사례



선물 거래량(Future Amount)의 인과관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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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거래액(Future Turnover)의 인과관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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