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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은 공급자인 4개 정유사와 다수의 소비자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국민

이 주로 소비하는 경질유(휘발유, 경유 및 등유) 시장에서 4개 정유사

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98%를 상회하고 있으며, 과점적 석유제품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와 정유사 상표주유소가 시장에서 과점적인 공

급자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결정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송용 석유제품(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선도성 분석을 통해 국내 도매 및 소매시장의 경쟁구조를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격선도성에 대한 분석은 과점기업의 시장지

배력과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격선도성 분석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도매 및 소매

시장의 경쟁구조 및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석유제품 시장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알뜰주유소 도입과 같은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정책

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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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이 가격

추종자로서 선도기업에서 정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시장구조는 전형적

인 과점시장의 가격선도모형에 부합하는 가격결정방식을 보여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

먼저 4개 정유사가 과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휘

발유와 경유 가격선도성에 대한 추정결과는 싱가폴 현물가격과 SK의 

도매가격이 다른 정유사(GS, S-OIL, 현대오일뱅크)의 도매가격을 선

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휘발유 및 경유 도매가격의 

선도현상은 SK가 싱가폴 현물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GS, 

S-OIL, 현대오일뱅크는 SK의 도매가격을 참고하여 자사의 도매가격

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선도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암묵적인 담

합의 한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암묵적인 담합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과점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묵적인 담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담합행위

와 다르게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

부의 감시 및 규제와 병행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격선도성이 나타나는 휘

발유와 경유 도매시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시장의 가격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요약  iii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도매시장에 존재하는 정유사 간 경

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구도 및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하

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시장은 다수의 주유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

부분이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도매시장의 과점구조가 소매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가격선도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휘발유 소매가격은 주로 

SK와 농협 주유소가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다른 정유사 상표주

유소들도 일부에서 약한 가격선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유 소매가격

은 SK와 농협주유소가 가격을 선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소매

시장에서는 복수의 상표주유소가 시장에서 가격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매시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가격선도자가 

여럿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격선도자가 존재하는 시장보다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

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

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시장은 도매시장에 비

해 더 경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유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립적인 형태의 농협주유소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시장에서는 인접한 소수의 주유소 사이에 실

질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유소가 독점공급계약에 

의해 물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나

타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처를 다양화하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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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입하는 것은 주

유소 판매가격 결정이 정유사 공급가격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처가 다양화되는 경우에는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제품 구입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 유통단계 경쟁촉진으로 인하된 가격의 일부는 

주유소의 이익으로 귀속되겠지만 일부는 자율적인 소비자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석유제품 소매시장 정책은 점진적으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관행

을 폐지하고 다양한 석유제품 유통경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별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에서는 판매되는 물량의 규모와 주유

소 개소수가 많은 서울과 부산의 소매가격이 다른 대도시 지역의 소

매가격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의 가격이 

다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해당 지역이 휘발

유 및 경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수송비와 같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별 가격선

도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격을 선도하는 성향을 보이는 지역의 휘

발유 및 경유 가격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전체적인 휘발유 

및 경유 가격변화를 예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

보다 서울 및 부산과 같이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에 더 높은 수준

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휘발유 및 경유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송유관 이용비용 인하와 같은 수송비 절감 정책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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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가격선도성 변화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경쟁촉진 정책들이 시장의 도매 및 소

매 경쟁구조를 뚜렷하게 변화시켰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는 경쟁촉진 정책의 효용

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한 석유시장 경쟁촉진 정책 중에서 알뜰주유소 정책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효과가 분석결과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말에 도입되었지만 시장에 유의한 

수준의 알뜰주유소가 보급된 것은 2012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2012년 7월 이후에 거래물

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자료 기간이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시장경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선도성 분석 이외에

도 다양한 보완적인 실증연구의 결과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경쟁촉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면

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

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Purpose

South Korea's petroleum product market is dominated by four 

major oil refineries, which occupy over 98 percent of market share 

for gasoline, diesel and kerosene. This trend in the petroleum 

product market has sparked controversy over a monopolized market, 

leaving questions over the adequate price for petroleum product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ims to estimate price leadership 

of the domestic petroleum product market to figure out whether oil 

refineries and gas station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monopoly.

This study analyzes price leadership in South Korea's petroleum 

products for transportation to understand the competition mechanism 

in the retail and wholesale market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leading companies' market dominance and influence.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raise awareness of the competition in the 

wholesale and retail petroleum market and the pricing system. It will 

als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seeking to facilitate 

competitions in the market, such as thrifty gas stations, to help 

improving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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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South Korea, four oil refineries(SK Energy, GS Caltex, S-Oil and 

Hyundai Oil Bank) dominate the wholesale petroleum product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ice leadership, Singapore spot price and 

SK Energy wholesale price are leading over other three companies’ 

wholesale price. This trend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SK Energy 

sets the wholesale price based on the Singapore spot price, which is 

followed by GS Caltex, S-Oil and Hyundai Oil Bank. This pricing 

policy is one type of implicit price collusion activities, which are 

designed to avoid competition and maximize profits in the monopolistic 

market. In this case,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facilitate market competitions through tighter monitoring and 

regulations.

Although a lot of gas stations sell gasoline and diesel, most of 

them are affected by the monopolistic structure of the wholesale 

market as they sign exclusive sales contract with a certain oil refiner.

The result of price leadership analysis in the gasoline retail market 

indicates that SK and Nonghyup brand gas stations tend to lead the 

retail prices, while other refinery brand gas stations follow prices in 

the market. In case of diesel products, Nonghyup and several brand gas 

stations are price leaders. The retail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wholesale market as several brand gas stations show price leadership. 

This leads to a conclusion that there is fiercer competitions in the retail 

market than the wholesale market, which enables relativel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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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pricing. This symptom is possible because there are Nonghyup 

brand stations, which are operated independently without signing an 

exclusive deal with oil refineries. The result suggests that diversified 

sales channels can boost market competi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scrap oil refineries' exclusive sales contract and 

promote a wide range of distribution channels for petroleum products.

By regional price leadership, retail prices in Seoul and Busan, 

which have a higher number of gas stations, showed the price 

leadership over other cities’ retail prices. The regional trend is 

believed to have been affected by a certain city's importance in 

gasoline and diesel sales volume or relatively lower delivery costs.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predict the overall petroleum product 

price. Policy makers could use the outcome to lower petroleum 

delivery costs in a bid to narrow down price differences by region.

The result of price leadership analysis into South Korea's 

petroleum market revealed that policies designed to encourage 

competitions have not yet brought in visible changes to the retail and 

wholesale market. We think that it needs more time to show visible 

effects from policies to encourage competition. Moreover there are 

lots of empirical study methods to catch the effect of policy, so we 

need to do complementary empirical studies for getting firmly 

conclusio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it is more reasonab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fter conducting 

furth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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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은 공급자인 4개 정유사와 다수의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일

반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경질유(휘발유, 경유 및 등유) 시장의 4개 

정유사 점유율은 2011년 98%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제품 시장의 과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품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으로, 과점시장에서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과점적 공급자 후생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수준이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점

시장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석유제품 가격공개 범위의 확대, 알뜰주유소 보급, 전자상거

래시장 개설 및 복수상표 혼합판매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과점적 특성에 따라 시장경쟁이 제한되어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견해들은 국내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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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형식적으로는 과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

되는 가격수준은 경쟁시장 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

제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싱가폴 현물시장 가격인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를 준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경쟁시장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시장에서 과점적인 공급자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결정 매커니

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독과점시장의 가격결정

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가격선도모형은 대표적인 과점

시장의 가격결정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선도모형에서는 과점시장

에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기업이 시장가격을 결정하

면, 가격을 추종하는 기업은 선도기업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여 시장

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선도기업이 결정하는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선도기업이 결정한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가 가격을 선도하는 특

정 정유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과점

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석유제품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효율적인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서 형성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시장 중 도매부문은 형

식적으로 4개 정유사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점적인 구조를 가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지만, 주유소 단계의 소매부문은 다수의 주유소가 경

쟁하는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90% 

이상이 전량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공급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과점구조가 소매시장에도 전이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주유소

가격을 특정 상표 주유소가격이 선도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소매시

장의 실질적인 경쟁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도입 전 후 기간에 석유제품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변화를 살펴봄으로

써 알뜰주유소 도입정책이 석유제품 소매시장 경쟁에 변화를 가져왔

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석유제

품 판매가격이 다른 지역 판매가격을 선도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판매가격 차이는 지역별로 경쟁의 정도, 석유제품 운송비용, 정유

사의 영업전략, 판매량, 주유소 판매비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특정지역의 석유제품 가격이 다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해당 지역의 어떠한 요인이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 석

유제품 가격의 가격선도성에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이 영향을 미쳤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격선도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2011년 12월 말

부터 시작된 알뜰주유소 도입정책 등의 시장경쟁촉진정책들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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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시장의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석유

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주유소 정책 등이 

시장의 경쟁구조와 가격결정방식을 변화시켰는지 여부를 시장의 가격

선도성 변화 추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만약 알뜰주유소 도입 전

후 기간에 대한 가격선도성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알뜰주유

소 도입에 의해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가 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격선도성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알뜰주유소 도입에 따라 석유제품 시장의 과점적 

가격결정구조가 완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의 과점적 

가격결정구조가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송용 석유제품(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선도성 

분석을 통해 국내 도매 및 소매시장의 경쟁구조를 파악하려는 데 목

적이 있다. 가격선도성에 대한 분석은 과점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영

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격선도성 분석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결정구조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석유제품 시장

의 경쟁구조 및 가격결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현재 추진되

고 있는 알뜰주유소 도입과 같은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정책의 실

효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향후 정부가 알

뜰주유소 도입 정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가격선도성 분석에 대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분석자료와 연구

에 사용된 실증분석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가격선도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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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6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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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1. 가격선도성에 대한 산업조직론 연구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4개의 주요 정유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과점적인 성격을 보이는 석유시장에서

는 특정 정유사가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가격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정유사는 석유제품 시

장의 구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과점가격을 도출하고 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정유사들에게 가격변화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석

유제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동일한 산업에 속한 다른 정유사들에 의

해 관찰되어 가격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현실에서 과점시장의 가

격선도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정유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존재하는 정유사들은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보다는 

자신들의 가격을 다른 정유사들의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려는 암묵적인 담합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선도성은 과점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결정 방식으

로 이해되어 왔으며, 현실에서도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가격선도성이 관찰되고 있다. 현실에서 나타나

고 있는 가격선도의 형태가 기초적인 가격선도 모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많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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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격선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격

선도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Forchheimer(1908), Nichol(1930), 

Stigler(1947), Markham(1951), Lanzillotti(1987), Bain(1960)의 연구

를 꼽을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연구들 중 Markham(1951)의 연구에서

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가격선도성을 세 가지 형

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형태는 바로

미터(barometric), 지배적(dominant), 그리고 암묵적(collusive) 가격선

도이며, 본 절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가격선도성을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바로미터 가격선도성(Barometric Price Leadership)

바로미터 가격선도성이라는 용어는 Stigler(1947)의 연구에서 처음

으로 제시되었다. 바로미터 가격선도는 시장에 존재하는 특정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이 해당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가격결정의 

척도로 인식되어 시장에서 형성되는 전체적인 가격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미터 가격선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

하는 기업이 가격을 추종하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이 결정한 가격수준

을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가격추종자로 행동하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선도자

가 제시하는 가격을 가격결정 척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시장의 가격추종자들이 선도자의 가격을 단순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

니라 가격결정의 척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선도자의 가격에 변화

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종기업들은 변화된 선도자의 가격을 따라서 

자신들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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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격추종자도 자기 회사의 정보와 시장의 정보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바로미터 가격선도에 대하여 Markham(1951)의 연구에서

는 경쟁적 형태와 독점적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경쟁적 바로미터 가격선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먼저 

가격선도 기업은 빈번하게 가격을 변화시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와 같은 가격선도 기업의 가격변화에 대하여 추종기업들은 동일

한 방향으로 가격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가격추종기업들

은 가격선도기업 가격변화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

므로 선도기업과 추종기업의 가격변화에 시차가 존재하는 것을 경쟁

적 바로미터 가격선도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변화

의 시차에 의해서 시장점유율이 변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쟁적 바로비터 가격선도성은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

에서 나타나는 정유사들의 가격변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싱가폴시장 현물가격을 바

로미터로 활용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싱가폴 현

물가격 변화에 대하여 국내 정유사들이 반드시 가격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 정유사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적 바로미터 가격선도성의 특징

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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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배적 가격선동성(Dominant Price Leadership)

지배적 가격선도 모형은 단수의 지배적 기업과 다수의 소규모 기업

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선도성을 잘 설명하는 모

형이다. 이와 같이 지배적 가격선도가 나타나는 시장은 지배적인 기업 

이외에는 경쟁적인 소규모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점시장에 비해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다는 점이 소수

의 기업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과점시장과 차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에 따라서 시장의 특성을 구별한다면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완전경쟁시장과 차별화되는 가격결

정 방식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배

적 가격선도성 모형에서는 지배적 기업이 가격선도자의 역할을 담당

하여 시장의 제품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순응자

로 결정된 시장가격을 단순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배적 가격선도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배적 기업이 시장의 수

요함수, 시장의 모든 기업의 비용함수,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업 사이

의 경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

발한다. 이러한 경우 지배적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

에서 시장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 시장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소규

모 기업들은 지배적 기업이 결정한 시장가격 수준에서 완전 탄력적인 

수요함수에 직면하게 되며 자신들의 생산함수에 따라서 각 기업의 이

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균형 매

커니즘에서는 가격추종자로 행동하는 기업들이 모든 기업에 대한 정

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지배적 가격선도성 모형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으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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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운영체계 시장과 다이아몬드 시장을 생각할 수 있다. 컴퓨터 운

영체계 시장은 마이크로 소프트라는 기업이, 다이아몬드 시장은 드비

어스(De Beers)라는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기업의 모습을 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의 시장에서는 지배적 가격선도 모형

의 기본적인 가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결정 방식과 소규모 

기업들의 반응이 이론적인 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

배적 기업이 시장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배적 가격선도 모형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장들은 현실에서 독점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

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같은 규제당국은 지배적 기업의 가격결

정 방식과 불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배적인 기업이 시

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격선도성 모형에 비해 모니터링의 대

상이 되는 가격선도 기업을 구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다. 암묵적 가격선도성 (Collusive Price Leadership)

Markham(1951)의 연구에서 소개된 암묵적 가격선도성은 과점적인 

특징을 보이는 시장에서 명시적인 담합이나 가격을 선도하는 행위는 

없지만 개별 기업들의 가격이 유사하게 결정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가격선도 모형이다. 암묵적 가격선도성은 명칭에서 알 수 있

는 것처럼, 시장의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담합으로 인해 

가격선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로미터 가격선도성과 가격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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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Scherer and Ross(1990)의 

연구에서도 암묵적 가격선도성과 바로미터적 가격선도성을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otemberg and Saloner(1990)의 연구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

들의 암묵적 담합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선도성을 선도기업의 가격변

화가 추종기업의 즉각적인 가격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과점적 경

쟁시장의 동태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Rotemberg and Saloner(1990)

에서 가격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은 가격추종자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론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이들의 모형에서 가격선도자 역할을 담당

하는 기업의 가격결정은 해당 기업의 비용함수와 각각의 가격수준에 

대한 수요함수를 고려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가격을 결정

한다. 이러한 균형가격 결정을 위해서 가격선도 기업이 수요함수를 도

출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쟁기업들이 각각의 가

격수준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선도 기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다른 기업들보다 

우월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이며, 이러한 정보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선도 기업은 시장 및 경쟁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

득을 위해서 특정 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의 모

형에서는 가격변화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암묵적인 담합이 명시적인 담합에 비해서 사회후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암묵적 가격선도성 모형에서 시장의 동태적인 균형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설명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선도기업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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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하는 기업은 선도가격을 추종하는 경우의 이익과 추종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을 비교하여 선도기업의 가격변화에 대한 추종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격선도 기업과 가격추종 기업들은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비 협조적인 가격결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격추종 기업이 선도기업의 

가격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향후 선도기업이 가격인하와 같은 효과적인 제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장기적 이윤극대화에 부합하지 않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종기업의 비협조적 가격결정에 대하여 선도기업이 보유하

고 있는 제재수단이 효과적일수록 암묵적 가격선도 모형이 동태적인 

안정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선도 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도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격을 추종하

는 기업들에게 암묵적인 가격담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과 비협조적인 가격결정에 대한 제재를 조합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균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Bernheim and Winston(1990)의 연구에서는 암묵적 담합은 기업들이 

복수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복수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동일한 기업들은 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의 비협조적 가격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암묵적 담

합과 안정적인 가격선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Logan and Lutter(1989)와 Zhang(1995)의 연구에서도 암묵적 담합

에 따른 시장균형 상태가 시간의 경과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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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암묵적 가격선도의 지속성은 시

장의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가격결정방식에서 이탈하는 기업에 

대한 제제수단의 신뢰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쟁기업

에 대한 제재수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면, 암묵

적 담합에서 나타나는 가격선도성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도기업의 가격변화는 소비자와 경쟁기업

에게 향후 가격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암묵적 가격선도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암묵적 가격선도성이 나타나는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존

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차별화

가 제한되어 있으며, 비탄력적 수요에 따라 가격경쟁 효과가 크게 나

타나지 않으며, 기업들의 비용함수가 유사하여 각각의 한계비용이 유

사하다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도 가격선

도성이 나타나는 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암묵

적 담합에 의한 가격선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가격선도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유제품시장의 가격선도성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중에서 본 연구

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Kurita(2008)의 연구가 있

다. Kurita(2008)의 연구는 공적분벡터오차회귀모형(cointegrated vector 

auto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미국 휘발유시장의 지역 간 장기가격

선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 석유제품 지역별 가격은 뉴욕

항, 로스엔젤레스, 걸프(Gulf Coast)지역의 주별 휘발유가격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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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 10월 2주차에서 2004년 12월 4주차

까지 743개의 주간 휘발유가격 자료를 사용하였다. Kurita(2008)의 공

적분벡터오차회귀모형에 따른 장기 가격선도성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

면, 미국의 3개 지역 중에서 걸프지역에서 결정된 휘발유가격이 뉴욕

과 로스앤젤러스 지역의 휘발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것은 걸프지역 가격이 장기적으로 가격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urita(2008)의 연구는 미국 휘발유 시장의 지역별 장기

가격선도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가격

선도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걸프지역의 휘발유가격이 뉴욕 및 로스앤젤러스 지역의 휘

발유가격을 선도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은 추

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Lewis(2012)는 미국 32개 주에 위치한 165개 도시지역 휘발유 가격

의 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휘발유 가

격의 주기적인 등락을 Maskin and Tirole(1988)의 연구에서 제시된 

에지워드가격변동(Edgeworth Price Cycle)으로 인식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에지워드가격변동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시장점유

율 확대를 위한 가격경쟁을 실시하다가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여 한계

점에 도달하는 경우에 가격인하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복귀하는 과정

을 반복하는 가격등락의 주기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Lewis(2012)는 

휘발유 시장에 에지워드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주기적인 가격변동을 선도하는 특정 브랜드 주유소

가 각 도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각 도시에서 휘발유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 주유소가 가격인상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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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양한 브랜드 주유소가 치열한 가

격경쟁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휘발유 시장에서도 가격선도자 역할

을 담당하는 주유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경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에서도 시장가격을 

선도하는 특정 정유사나 주유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Wang(2008)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밸러렛 지역 휘발유가격 담합에 

대한 연구에서 주유소 간 의사소통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가

격의 주기적인 등락을 보여주는 에지워드가격변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19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8개월의 해

당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가격과 주유소 간 전화통화 내역을 이용한 

분석에서 시장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가격선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브

랜드 주유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선도자가 다른 주유소들

에게 효과적으로 가격인상 신호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보채널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가격담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Atkinson(2009)의 연구에서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구엘프 지역 휘

발유가격은 에지워드가격변동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인상을 선

도하는 특정 주유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Atkinson(2009)

은 2005년 8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을 2시간마다 직접 수집한 자료와 각 주유소의 마진 추정치와 개별적

인 특성(서비스 수준 및 부대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른 휘발유 시장의 가격선도성 연구와 동일하게 구엘프 지역

의 휘발유 가격도 점진적인 하락과 단기적이고 급격한 인상을 반복하

는 에지워드가격변동 현상을 보이며, 가격인상을 주도하는 특정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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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격선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유소를 다른 주유소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 신호에 대

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에서도 명시적인 가격담합이 없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이 

가격선도 기업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효과적인 가격선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인하 

속도의 비대칭성도 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에지워드가격변동을 이용

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선도성에 대한 연구로는 최공영 제상영

(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표주유소 

선도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는 싱가폴 현물가격이 

단기적으로는 SK와 GS 주유소가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

출했다. 최공영 제상영(2011)의 연구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분석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소매가격 선도성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종합

적인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선도성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주유소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 시장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상표 주유소를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매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의 가격선도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경쟁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상표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국내 석유제품 시

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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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모형

1. 자료 및 기초통계

가.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자료는 오피넷에서 제공하는 국내 석유

제품에서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으로 도매와 소

매 단계에서의 가격선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

유소판매가격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석유제품 도

매시장의 가격선도성 분석에서는 싱가폴 국제현물가격과 국내 4개 정

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주별 도매 공급가

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도매가격 분석의 기간은 2009년 4월 

5주차에서 2013년 4월 4주차까지로 최근 4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석유제품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에서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사상표별 주유소 판매가격과 NH-OIL(농

협주유소)가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석유공사 오피넷에서는 4

개 정유사상표 주유소의 판매가격 자료를 2008년 5월 1주차부터 제공

하고 있지만, 농협주유소 가격은 2010년 12월 1주차부터 제공하고 있

어서 분석에 포함되는 대상에 따라서 분석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한다. 농협주유소 가격을 포함하여 소매가격 선도성을 분석하는 것은 

2011년 12월부터 도입된 알뜰주유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매단계에서 가격선도성의 미시적 분석을 위해서 주유소의 

특성에 따라 직영/자영의 소유구조와 셀프/비셀프의 형태에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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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행하며, 지역별 소매 가격선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7개 대도시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인천)의 가격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도록 한다1). 지역별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은 오피넷에서 제공

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2008년 5월 1주차부터 2013년 4월 4주

차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나. 기초통계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시계열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 

휘발유는 <표 Ⅲ-1>에 경유는 <표 Ⅲ-2>에 나타나 있는데, 각각의 패

널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형태별가격, 지역별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가격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도매가격 평균은 GS와 현대(HD)가 다른 정유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소매가격 평균은 SK주유소가 가장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으며 GS, S-OIL, HD의 순으로 나타났다.2) 형태별 가

격에서는 직영주유소가 자영주유소보다, 비셀프주유소가 셀프주유소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가격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형태에 따라 분류한 가격은 주유소 

간 가격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소매가격 수

준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 대구, 울산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1) 7개 대도시지역은 서울과 6개의 광역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의미

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제공되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NH(농협)주유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주요 4사 주유소의 표본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부터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SK가 1,966원으로 

가장 높고 NH주유소가 1,923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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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SK 1,722 145 20,911 -0.185 1.763 

GS 1,734 145 21,084 -0.167 1.768 

Soil 1,727 143 20,449 -0.185 1.763 

HD 1,731 146 21,191 -0.153 1.770 

SingP 99 26 666 -0.482 2.261 

소매

SK 1,810 183 33,357 -0.583 2.579 

GS 1,803 179 32,140 -0.601 2.700 

Soil 1,788 178 31,681 -0.599 2.702 

HD 1,787 179 31,887 -0.603 2.697 

NH 1,923 66 4,391 -0.849 4.166 

　 형태별

직영 2,003 40 1,634 0.013 2.133 

자영 1,974 44 1,971 0.248 2.141 

셀프 1,946 47 2,244 0.255 2.024 

비셀프 1,978 44 1,919 0.232 2.144 

　 지역별

서울 1,868 182 33,182 -0.591 2.641 

부산 1,800 177 31,443 -0.628 2.733 

대구 1,789 174 30,152 -0.629 2.795 

인천 1,803 179 32,155 -0.582 2.568 

광주 1,783 175 30,748 -0.647 2.870 

대전 1,803 178 31,613 -0.599 2.659 

울산 1,795 173 30,033 -0.612 2.688 

<표 Ⅲ-1> 휘발유가격 기초통계량

자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opinet)
주: 휘발유가격의 단위는 원/리터, 싱가폴 현물가격(Singp)은 $/배럴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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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평균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왜도

SK 1,533 164 26,787 -0.327 1.662 

GS 1,541 164 26,824 -0.318 1.683 

Soil 1,532 159 25,399 -0.325 1.684 

HD 1,537 165 27,071 -0.278 1.692 

SingP 108 29 830 -0.049 2.289 

소매

SK 1,641 187 35,050 -0.289 1.661 

GS 1,633 184 33,929 -0.271 1.727 

Soil 1,614 183 33,601 -0.269 1.729 

HD 1,613 183 33,624 -0.268 1.729 

NH 1,739 70 4,909 -1.099 4.484 

　 형태별

직영 1,840 38 1,477 0.098 2.020 

자영 1,793 40 1,637 0.076 2.012 

셀프 1,769 43 1,857 0.059 1.938 

비셀프 1,798 40 1,602 0.082 2.021 

　 지역별

서울 1,704 186 34,437 -0.325 1.732 

부산 1,630 184 33,782 -0.265 1.716 

대구 1,617 180 32,547 -0.241 1.708 

인천 1,628 183 33,503 -0.293 1.716 

광주 1,611 183 33,565 -0.304 1.788 

대전 1,629 182 33,155 -0.292 1.722 

울산 1,626 181 32,830 -0.246 1.697 

<표 Ⅲ-2> 경유가격 기초통계량

자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opinet)
주: 경유가격의 단위는 원/리터, 싱가폴 현물가격(Singp)은 $/배럴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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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 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가격을 보이고 

있으나 도매, 소매, 형태별로 분석된 통계량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2. 실증분석모형

가. 실증분석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 가격선도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모형은 시계열자료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

모형에서 파생된 공적분벡터자기회귀(cointegrated vector autoregression, 

CVAR)모형, 그리고 오차항을 고려하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이다.

먼저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시계열자료는 추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안정적인 시계열보다 통합된 과정(integrated process)을 통해 처리 및 

분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Granger(1969)의 연구에서 소

개된 이후 지금까지 시계열자료 분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

는 개념이다. 특히 공적분벡터자기회귀모형은 Johasen(1988, 1996)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고 발전되어 중요한 계량경제적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 벡터자기회귀모형 구조에 존재하는 공적분 관계는 모형에 포

함된 시계열자료 사이의 공통적인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Hunter and Burke (2007)에 의해 검증된 장기 가격선도성의 개념은 

공적분된 VAR구조 안에서 단순한 공통추세의 존재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 이를 가격선도성과 연결하는 경우에 장기적인 가격선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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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추세로 대표되는 가격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가격도출의 원천

은 선도가격에 대해 축적된 잔차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공통확률 추세

다. 이와 같이 VAR모형 안에서 선도가격에 대한 조정공간은 영의 제

약조건 아래 있으며, 그 가격의 등식은 어떠한 균형교정항도 포함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배경 아래서 Kurita(2008)는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지역별 휘발유가격의 장

기적인 선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가격이 비정상시계열의 특징을 보이며 다른 시계

열들과 공적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가격선도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실증분석 방법론은 VAR 모형이다. 이 모형은 실증분

석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추정된 모형에서 특정한 모수에 대한 

제약도 완화되어 있어서 가격선도성 분석에 적합한 모형이다. 또한 외

생성에 대한 가정이 없어도 가격변수들 사이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

는 데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는 

Hendry and Juselius(2001)의 연구와 Juselius(2006)의 연구에 잘 설명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VAR모형을 기반으로 오차의 수정

항을 고려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으로 발전되었다.

Hann and Sterken(2006)은 이러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네

덜란드 모기지시장의 단기 선도성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Lloyd(2008)

는 영국의 식품소매업을 대상으로 가격선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국내에서는 최공영 제상영(2011)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휘발유 소매시장의 단기 가격선도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격선도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

형으로는 분석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VAR모형이나 확장된 공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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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모형, 또는 오차수정항을 고려한 VECM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 시계

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VECM모형을 실

증분석에 사용하도록 한다. VECM모형에 대한 설명과 분석자료의 적

합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과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나. VECM 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시계열분석

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자료의 실증분석에서 가

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이라는 회귀분석기술은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

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실증분석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가격과 같은 시계열자료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해당 변수들이 정상공분산(covariance stationary)의 특성을 가지

고 있어야한다. 만약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평균과 자기공분산

(auto-covariance)이 유한하며 시간의 흐름에 대해 변화하지 않는 특성

을 보인다면, 이러한 변수들는 공분산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공적분 분석(cointegration analysis)은 변수들의 공분산 안정

성이 만족되지 않는 시계열이 비정상상태인 경우에 모형의 추정, 추

론, 또는 해석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 시계열은 정상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실증분석에서 시계열자료를 “1차 차분”(first-difference)

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여 정상성을 확보한 후 분석에 사용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계열자료의 변환은 시계열의 수준(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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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정적이지 않으나, 시계열을 차분한 자료는 정상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계열분석에서 1차 차분 정상과정(stationary 

process)은 1계 통합된 과정(integrated process) 혹은 I(1) 과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시계열 수준 변수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I(0)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시계열의 d차 차분이 정상성을 

나타내는 것은 d계수의 통합된 과정 혹은 I(d) 과정을 의미한다.

1차 차분 정상과정의 고전적인 예로 임의보행(random walk)을 들 

수 있다. 시계열 변수 x 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x t=x t- 1+ε t (1)

여기서 ε t는 평균 0와 공분산 σ 2을 가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를 따르는 잔차항

을 의미한다. 비록 모든 t에 대하여 E[x t]=0  이지만, Var [x t]=Tσ 2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면 시계열 변수 x t는 공분산

의 정상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Δx t=x t-x t- 1= ε t으로 정

의하고, ε t가 정상공분산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시계열 변수 x t를 

1차 차분한 시계열은 정상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인 추정치가 정상공분산 자료에 응용이 되거

나 변수들이 비전형적인 점근적(asymptotic) 분포를 따르며 I(1)과정에 

응용이 되는 경우에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를 설명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변수모형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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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t=a+bx t+e t   (2)

먼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E[e t]=0이라는 가정은 유지한 상태

에서 y t와 x t가 공분산 안정과정을 따른다면, e t도 공분산 안정적

인 특성을 보여야 한다. E[x te t]=0이라는 특성이 유지된다면 

OLS를 이용하여 추정된 모수 a와 b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OLS 추정치

의 분포는 모수참값의 정규분포에 수렴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y t와 x t가 독립적인 임의보행 특성을 보이며 b= 0이라

면 시계열 변수 y t와 x t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

며,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라 지칭하

게 된다. Granger and Newbold(1974)는 Monte Carlo분석을 통하여 

OLS 회귀분석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t-통계량이 가성적인 특성을 보

인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분석자료가 충분하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b가 0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도 b=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OLS에서 도출되는 추정치는 결정된 모수

에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Phillips(1986)의 연구에서는 Granger and Newbold(1974)의 연구결

과를 설명할 수 있는 점근성이론을 제시하였다. 임의보행 특성을 보이

는 시계열 y t와 x t가 1차 차분 정상과정이면 OLS에 의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점근적인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Δy t와 

Δx t가 정상공분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Δx t에 대한 Δy t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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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는 시각적인 대용도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y t와 x t가 공

적분관계에 있다면 Δx t에 대한 Δy t의 단순회귀에 대한 결과는 정

확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시계열 y t와 x t가 I(1)의 특성을 보이고 b≠0이라면, 잔차

항 e t는 I(0) 또는 I(1)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비록 이것이 실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Phillips and Durlauf(1986)는 e t가 

I(1)의 특성을 가질 때 OLS모형 추정치의 점근성(asymptotic)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e t=y t-a-bx t가 

I(0)를 따르는 경우 시계열 y t와 x t 사이에 공적분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가 I(1) 과정을 따르거나 변수

들의 선형결합이 I(0) 과정을 따른다면 두 개의 변수는 공적분관계에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Granger(1981)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임의보행

은 정상공분산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등식은 “균형”(balance)상태

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y t가 임의보행이고 x t와 e t가 안정적

인 공분산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Engle and Granger(1987)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계열 변수 y t와 x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y t+βx t= ε t,   ε t= ε t- 1+ξ t (3)

y t+αx t= ν t,   ν t= ρν t- 1+ ζ t,   |ρ|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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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ξ t와 ζ t는 시간(t)에 대해 서로 간 상관관계가 있는 i.i.d. 

잔차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ε t는 I(3)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식

(3)과 (4)의 x t와 y t가 I(1)과정을 따르게 되며, |ρ| < 1  조건 하에서

는 ν t와 y t+αx t가 I(0) 과정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 y t와 

x t는 공적분관계에 있으며 ( 1,α)는 공적분 벡터를 나타낸다.

대수학의 기본개념을 이용하여 식(3)과 (4)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Δy t=βδz t- 1+η 1t,   (5)

Δx t=- δz t- 1+η 2t,   (6)

여기서 δ= (1- ρ)/(α-β)로 나타낼 수 있으며, z t=y t+αx t 

와 η 1t와 η 2t는 ξ t와 ζ t의 식별가능하고 안정적인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correction 

model, VECM)으로 알려져 있다. y t와 x t의 z t=0이 되는 지점

에서 균형이 성립됨을 알 수 있으며, 식에서 z t- 1의 계수는 y t와 

x t가 영(0)의 값이 아닌 z t- 1로 수렴되는지 또는 균형으로부터 벗

어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z t는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5)와 (6)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조정되어 균형으

로 되돌아가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VECM에서 식(4)의 α값을 알

고 있다면 z t를 추정할 수 있으며, 식(5)와 (6)을 안정적인 시스템으

로 만들 수 있다. 또한 α값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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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수 β와 δ보다 빠른 비율로 참값에 수렴하는 공적분 모수 α값

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VECM의 장점이 존재한다.

두 가지 시계열 변수에 대한 이변량 공적분관계는 I(1)변수들의 선

형결합이 I(0)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다. 

만약 y t와 x t가 I(1)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a≠0 과 b≠0  조건

이 성립하여 ay t+bx t가 I(0) 이라면 시계열변수 y t와 x t는 공적

분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두 개의 모수 a와 b가 존

재하지만 ay t+bx t이 I(0)이고 모든 영이 아닌 실수 c에 대해 

cay t+cbx t가 성립하기 때문에 한 개의 식만이 식별가능하게된다. 

이변량 경우에는 모형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식(4)에서 y t의 계수는 단위값이며, 모형을 구성하는 계수들의 공적

분벡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모형식별을 위한 제한조건을 가지게 된

다. 다음 절에서 논의할 다변량 모형의 경우에는 모형을 식별하기 위

한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구성된다. 만약 y t가 I(1)의 특성을 가지는 

변수의 ( K×1)벡터이고 벡터 β가 존재하여 βy t가 I(0)변수의 벡터

라면, y t는 공적분벡터 β를 가진 차수(1,0)의 공적분관계가 성립하

게 된다. β안의 모수들은 공적분 방정식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수들로

써 K차의 벡터에 대해서는 K-1차의 공적분 벡터만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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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변량 VECM 모형

앞 절에서 설명한 VECM을 확장하여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변량 VECM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모형에서 사

용하는 분석대상인 가격시계열 자료가 비정상적이고 공적분관계를 보

이는 경우에는 기존의 다양한 가격선도성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것처

럼 먼저 p의 시차를 가지는 VAR모형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7)

식(7)에서 y t는 변수의 ( K×1) 벡터를, B 는 상수항과 추세항을 

포함한 벡터 D t의 모수를 나타내는 (k×k)  벡터이다. 또한 

A 1-A p 는 모수의 (×) 벡터를 나타내며, ε t는 0의 평균과 

∑
의 공분산을 가지는 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분포를 따르는 잔차항의 ( K×1) 벡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식(7)에 

표시된 오차수정형태를 고려하여 식(8)과 같은 벡터오차수정모형

(VECM)을 도출할 수 있다.

△y t=Πy t- 1+ ∑
p- 1

i= 1
Γ i△y t- i+BD t+ε t (8)

식(8)에서 Π=∑ j = p
j= 1A j-I k를, Γ=-∑ j = p

j= i+1A j를 나타내

고 있으며 D t와 ε t는 식(7)에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 만약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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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t가 I(1)이라면 식(8)에 나타난 행렬 Π는 0≤γ <K 을 만족하는 

계수 γ을 갖게 되는데, γ는 선형적으로 독립된 공적분 벡터의 수를 

나타낸다. Engle and Granger(1987)에 따르면 변수들이 공적분되어 

있다면 0 <γ <K 과 식(8)은 시차의 수준인 Πy t- 1 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차 차분한 VAR모형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Π가 계수가 0 <γ <K 로 줄여져 Π=αβ ' 로 표현될 수 있

다면 α와 β는  계수 γ의 ( K×γ)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제약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관계의 벡터들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즉 모수 (α,β)는 어떠한 ( γ×γ)의 비

정칙행렬(non-singular matrix) Π에 대하여 모수 (αQ,βQ -1')과 구

별되지 않는다. 단지 Π의 계수만 식별이 가능하며 VECM모형에서는 

공적분상태의 계수 또는 공적분벡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

제로 VECM에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γ 2 동일한 수의 

제약조건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제시된 VECM 모형은 가격선도성을 추정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식(8)은 단기적인 가격변수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장기

적인 균형관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의 수준(level)과 1차 차분의 

선형 결합으로 분해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가격선도성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Granger(1969)는 현재의 특정 변수와 과거의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

계를 의미하는 그랜저인과관계(Granger-cause)로 알려져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랜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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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격선도성 분석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변수 

A의 가격수준 변화가 변수 B와 C의 가격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A의 가격은 B와 C 가격을 선도한

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변수 A가격의 변화가 변수 B와 C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와 영향력의 크기를 식(8)을 통하여 통계적

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격선도는 그랜저인과관계 검정으로 알려진 Γ 행렬의 

계수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되는 개념으로 알려

져 있다. 물론 그랜저인과관계가 변수들 상호 간에 양방향의 그랜저인

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거나 변수들 간 아무런 그랜져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수 간 특정 방향으로 그랜저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변수 A에서 변수B로)이 반대방향의 그랜저인

과관계(변수 B에서 변수 A로)를 자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은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 변수가 적어도 한 개의 

다른 변수(가격)에 대하여 그랜저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변수(가격)이 이 변수에 대하여 그랜저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

는다면 우리는 이 변수(가격)가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

고 암묵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가격 

시계열 변수들을 이용하여 가격선도성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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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격선도성 실증분석

1. 석유제품 가격선도성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VECM을 이용하여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선도성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고자 한

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선도성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식(9)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9)

식(9)에서 시계열 y t는 휘발유(또는 경유)의 도매 또는 소매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Δy t는 휘발유 또는 경유가격을 1차 차분한 값의 

시계열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y t에 포함되는 분석변

수의 개수에 따라 모형이 결정되는데, 만약 3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

다면 3변량 VECM이라고 한다. 식(9)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Γ=-∑ j = p
j= i+1A j로 나타낼 수 있으며 D t는 추세항 혹은 상수항

을 나타내고 있다.

VECM을 이용하여 가격선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에 

사용되는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변

수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Augmented Dickey- 

Fuller(ADF) 단위근 검정이나 Phillips-Perron(PP) 단위근 검정이 사용

되고 있다. 또한 VECM에서 분석하려는 변수들에 따라서 각각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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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적용되는 최적 시차와 계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 분석

대상 변수에 적합한 시차와 계수를 이용한 VECM을 설계하여야 한

다. 예를 들면,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여 휘발유 도매 가격선도성과 소

매 가격선도성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분석대상인 도매가격과 소

매가격에 대해 각각 최적 시차와 계수를 결정하고 분석모형을 설정하

게 된다. 이와 같이 모형에 사용되는 시차와 계수가 분석대상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석대상에 대한 시차 및 계

수를 추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가. 단위근 검정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시계열 자료들의 안정성을 검

토하기 위해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ADF 검정)과 Philips- 

Perron 검정(PP검정)을 사용하였다.

먼저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 가격선도성 추정에 사용되는 5가지 시

계열변수의 가격수준에 대한 ADF검정과 PP검정의 결과가 <표 Ⅳ-1>

에 나타나 있다. 싱가폴 제품가격과 국내 4개 정유사(SK, GS, S-OIL, 

현대)의 도매 세전가격에 대한 시계열 안정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SK, GS, S-OIL 도매가격 시계열은 두 가지 검정에서 모두 안정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폴 가격 시계열은 ADF 검정에 대

해서 시차별로 일부를 제외하고 5~10% 수준에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PP검정에 대해서는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의 도매

가격 시계열은 PP검정에 대해서는 5% 수준에서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ADF검정에 대해서는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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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ADF검정 PP검정 ADF검정 PP검정

싱가폴 제품가격

시차=1 -3.015 -2.472 -3.351 c -2.472 
시차=2 -3.314 c -2.531 -3.734 b -2.483
시차=3 -3.391 c -2.573 -3.659 b -2.494 
시차=4 -3.437 b -2.605 -3.378 c -2.506 

SK
시차=1 -2.173 -2.272 -2.216 -2.312
시차=2 -1.799 -2.172 -1.843 -2.215 
시차=3 -1.083 -1.904 -1.108 -1.948
시차=4 -1.578 -1.885 -1.610 -1.930

GS
시차=1 -1.982 -2.198 -2.015 -2.231
시차=2 -2.150 -2.254 -2.197 -2.293  
시차=3 -1.436 -2.117 -1.458 -2.156 
시차=4 -1.756 -2.127 -1.783 -2.167 

S-OIL
시차=1 -2.454  -2.028 -2.485 -2.055
시차=2 -1.974 -2.085 -2.023 -2.117
시차=3 -1.479 -1.988 -1.499 -2.020
시차=4 -2.152 -1.967 -2.180 -1.999

현대

시차=1 -2.941 -3.805 b -2.987 -3.872 b
시차=2 -2.827 -3.847 b -2.877 -3.920 b
시차=3 -1.709  -3.601 b -1.737 -3.678 b
시차=4 -2.016 -3.766 b -2.049 -3.847 b

　 　　 　 　 　 　 　 　 　 　 　 　

<표 Ⅳ-1> 도매가격 단위근 검정 결과(가격수준)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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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ADF검정 PP검정 ADF검정 PP검정

싱가폴 제품가격

시차=1 -9.182 a -11.226 a -6.319 a -11.722 a
시차=2 -7.520 a -11.211 a -7.590 a -11.651 a
시차=3 -6.669 a -11.240 a -6.440 a -11.680 a
시차=4 -5.691 a -11.241 a -6.208 a -11.693 a

SK
시차=1 -11.247 a -13.462 a -11.209 a -13.476 a
시차=2 -11.728 a -13.413 a -11.695 a -13.429 a
시차=3 -7.292 a -13.423 a -7.299 a -13.438 a
시차=4 -6.573 a -13.450 a -6.567 a -13.465 a

GS
시차=1 -9.974 a -15.336 a -9.945 a -15.337 a
시차=2 -10.357 a -15.330  a -10.360 a -15.330 a
시차=3 -7.560 a -15.403 a -7.561 a -15.402 a
시차=4 -6.508 a -15.430 a -6.502 a -15.429 a

S-OIL
시차=1 -10.194 a -10.960 a -10.130 a -11.005 a
시차=2 -10.031 a -10.879 a -10.042 a -10.932 a
시차=3 -6.599 a -10.660 a -6.614 a -10.718 a
시차=4 -6.324 a -10.606 a -6.319 a -10.666  a

현대

시차=1 -12.124 a -20.337 a -12.110 a -20.328 a
시차=2 -13.401 a -20.788 a -13.383 a -20.775 a
시차=3 -8.853 a -21.959 a -8.847 a -21.937 a
시차=4 -6.655 a -22.118 a -6.659 a -22.096 a

　 　 　 　 　 　 　 　 　 　 　 　 　

<표 Ⅳ-2> 도매가격 단위근 검정 결과(1차 차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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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격의 수준변수 시계열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대

부분의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적인 시계열을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하는 가장 일반

적인 방법으로 시계열을 차분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표 

Ⅳ-2>는 동일한 시계열 수준변수들을 1차 차분한 값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차 차분한 시계열의 단위근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각 시계열들이 1% 수준에서 단위근을 보유하지 않는 안정

적인 시계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 가격

선도성 분석에는 싱가폴 가격과 국내 4개 정유사 공급가격 시계열을 

1차 차분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을 위해서는 

주유소 판매가격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내 4

개 정유사 상표주유소, 농협주유소, 독립상표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다. <표 Ⅳ-3>에는 6가지 종류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 수준변수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가 표시

되어 있다.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4개 정유사(SK, GS, S-OIL, 현대) 

상표 주유소의 판매가격 시계열은 ADF 검정에 대해서는 단위근을 가

지지 않지만 PP 검정에 대해서는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협 및 독립상표주유소 시계열은 두 가지 검정방법에 대

해서 대부분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결과에 따라서 농협주유소와 독립상표주유소 판매가격 시계열은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지만, 4개 정유사 가격에 대해

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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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ADF검정 PP검정 ADF검정 PP검정

SK 주유소

시차=1 -3.674 b -1.826 -2.952 -1.765
시차=2 -3.683 b -2.032 -3.296 c -1.868
시차=3 -4.022 a -2.181 -4.291 a -1.944 
시차=4 -3.691 b -2.288 -3.806 b -1.999

GS 주유소

시차=1 -3.784  b -1.922 -3.063  -1.811
시차=2 -3.700 b -2.131 -3.366 c -1.918
시차=3 -4.185 a -2.279 -4.390 a -1.995
시차=4 -3.723 b -2.384 -3.783 b -2.048

S-OIL 주유소

시차=1 -3.943 b -1.905 -3.191 c -1.795
시차=2 -3.726  b -2.122 -3.359 c -1.907
시차=3  -4.080 a -2.274 -4.376 a -1.987
시차=4 -3.725 b -2.380 -3.758  b -2.042 

현대 주유소

시차=1 -3.841 a -1.894 -3.133 c -1.805
시차=2 -3.796 b -2.109 -3.378 c -1.914
시차=3 -4.108 a -2.262 -4.419 a -1.992 
시차=4 -3.748 b -2.369 -3.792 b -2.047

농협주유소

시차=1 -4.172 a -2.576 -3.461 b -2.388 
시차=2 -2.857 -2.693 -2.391 -2.455
시차=3 -2.871 -2.787 -2.442 -2.516
시차=4 -2.762 -2.849 -2.410 -2.559

무폴주유소

시차=1 -4.497 a -2.809 -3.942 b -2.680
시차=2 -2.635 -2.873 -2.424 -2.705 
시차=3 -3.003 -2.940 -2.549 -2.748 
시차=4 -2.709 -2.990 -2.479 -2.783

<표 Ⅳ-3> 주유소가격 단위근 검정 결과(가격수준)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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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ADF검정 PP검정 ADF검정 PP검정

SK 주유소

시차=1 -6.515 a -5.682 a -7.977 a -6.313 a
시차=2 -6.443 a -5.729 a -7.473 a -6.224 a
시차=3 -5.931 a -5.701 a -6.291 a -6.070 a
시차=4 -5.651 a -5.655 a -5.235 a -5.913 a

GS 주유소

시차=1 -6.719 a -5.858 a -8.054 a -6.398 a
시차=2 -6.540  a -5.879 a -7.639 a -6.305 a
시차=3 -6.163 a -5.855 a -6.467 a -6.165 a
시차=4 -5.880 a -5.811 a -5.555 a -6.019 a

S-OIL 주유소

시차=1 -6.723 a -5.680 a -8.134 a -6.135 a
시차=2 -6.634 a -5.748 a -7.678 a -6.092 a
시차=3 -6.319 a -5.735 a -6.641 a -5.962 a
시차=4 -5.977 a -5.683 a -5.453 a -5.786 a

현대 주유소

시차=1 -6.598 a -5.682 a -8.019 a -6.195 a
시차=2 -6.611 a -5.754 a -7.711 a -6.145 a
시차=3 -6.247 a -5.748 a -6.547 a -6.015 a
시차=4 -5.953 a -5.706 a -5.482 a -5.851 a

농협주유소

시차=1 -4.854 a  -3.916 b -4.879 a -4.031 b
시차=2  -4.491 a -4.018 b -4.421 a -4.103 a
시차=3 -4.808 a -4.051 a -4.710 a  -4.121 a
시차=4 -4.111 a -3.977 b -3.780 b -4.015 b

무폴주유소

시차=1 -5.117 a -3.632 b -4.922 a -3.693 b
시차=2 -4.204 a -3.774 b -4.454 a -3.844 b
시차=3 -4.503 a -3.787 b -4.456 a -3.864 b
시차=4 -3.927 b -3.718 b -3.597 b -3.760 b

<표 Ⅳ-4> 주유소가격 단위근 검정 결과(1차 차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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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정방법에 따라 시계열의 안정성에 대한 상이한 결론이 도출

되는 경우에는 가격수준 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차분한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정적이라면 1차 차분한 시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Ⅳ-4>에는 주유소 판매가격을 1차 차분한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가 나타나 있다. 도매가격 단위근 검정 결과와 동일하게 1차 

차분한 주유소 판매가격 시계열은 ADF검정과 PP검정에 대해서 대부분

의 결과가 1% 수준에서 단위근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에서는 가격수준 시계

열보다 1차 차분한 시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별 휘발유와 경유 가격선도성은 7개 도시지역의 평균 소

매가격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7개 도시지역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가 <표 Ⅳ-5>와 <표 Ⅳ

-6>에 나타나 있다. 먼저 지역별 가격의 수준변수 시계열에 대한 단위

근 검정 결과가 나타나 있는 <표 Ⅳ-5>를 살펴보면 상표별 주유소가

격 단위근 검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개 시도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수준 시계열에 대한 ADF 검정 결과는 대부분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PP검정 결과는 단위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검정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검정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는 경우에는 가격수준 시계열을 분석에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수준 시

계열을 1차 차분한 값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분

석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7개 도시지역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을 1차 차분한 시계열의 단위근 검정 결과는 <표 Ⅳ-6>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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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ADF검정 PP검정 ADF검정 PP검정

서울

시차=1 -3.153 c -1.883 -2.611 -1.829 
시차=2 -3.481 b -2.093 -3.011 -1.930
시차=3 -3.742 b -2.237 -3.751 b -1.996

부산

시차=1 -3.480 b -1.833 -2.748 -1.775
시차=2 -3.675 b -2.057 -3.342 c -1.884
시차=3 -4.071 a -2.213 -4.310 a -1.961

대구

시차=1 -4.354 a -1.805 -3.443 b -1.622 
시차=2 -3.784 b -2.043 -3.267 c -1.764
시차=3 -4.120 a -2.213 -4.869 a -1.866

인천

시차=1 -3.309 c -1.879 -2.701 -1.847
시차=2 -3.542 c -2.088 -3.145 c -1.945
시차=3 -3.920 b -2.231  -3.972 b -2.011

광주

시차=1 -3.495 b -2.126 -2.943 -1.864
시차=2 -3.800 b -2.340 -3.169 c -1.982 
시차=3 -3.966 b -2.482 -3.951 b -2.059

대전

시차=1 -3.862 b -1.839 -3.032 -1.749
시차=2 -3.467 b -2.049 -3.233 c -1.859
시차=3 -4.186 a -2.201 -4.606 a -1.942

울산

시차=1 -3.680 b -1.826 -2.960 -1.760
시차=2 -3.902 b -2.043 -3.774 b -1.871
시차=3 -4.083 a -2.199 -4.224 a -1.954

<표 Ⅳ-5> 지역별 소매가격 단위근 검정 결과(가격수준)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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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ADF검정 PP검정 ADF검정 PP검정

서울

시차=1 -6.795 a -6.983 a -8.333 a -7.853 a
시차=2 -6.715 a -6.996 a -7.956 a -7.745 a
시차=3 -6.105 a -6.952 a -6.810 a -7.588 a

부산

시차=1 -6.639 a -6.012 a -8.071 a -6.648 a
시차=2 -6.673 a -6.060 a -7.834 a -6.587 a
시차=3 -6.375 a -6.030 a -6.710 a -6.423 a

대구

시차=1 -6.621 a -5.159 a -8.028 a -5.659 a
시차=2 -6.415 a -5.283 a -7.764 a -5.616 a
시차=3 -6.606 a -5.344 a -6.600 a -5.535 a

인천

시차=1 -6.701 a -6.479 a -8.112 a -7.264 a
시차=2 -6.824 a -6.505 a -7.895 a -7.174 a
시차=3 -6.212 a -6.476 a -6.693 a -7.031 a

광주

시차=1 -6.775 a -6.937 a -7.885 a -7.166 a
시차=2 -7.032 a -7.011 a -8.028 a -7.110 a
시차=3 -6.634 a -7.009 a -7.587 a -7.042 a

대전

시차=1 -6.513 a -5.586 a -7.465 a -6.081 a
시차=2 -6.345 a -5.606 a -7.457 a -5.983 a
시차=3 -6.207 a -5.617 a -6.134 a -5.890 a

울산

시차=1 -6.657 a -5.777 a -7.803 a -6.301 a
시차=2 -6.252 a -5.787 a -7.259 a -6.240 a
시차=3 -6.195 a -5.804 a -6.583 a -6.189 a

<표 Ⅳ-6> 지역별 소매가격 단위근 검정 결과(1차 차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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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에 대한 검정 결과가 1% 수준에서 

단위근을 가지지 않는 안정적인 시계열임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 가격선도성 분석에서도 7개 도시지역의 휘발유 또는 경유가격

을 1차 차분한 시계열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VECM 시차검정

앞장에서 설명한 분석모형의 이론적 배경에 따르면 실증분석에 앞

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시계열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검사하는 공적분 검정과 종속변수에 따라 각 VECM모형에 

적합한 시차를 결정해야 한다3). 본 절에서는 먼저 종속변수에 따른 

VECM에 적합한 최적시차 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lag  LL  LR  df  p AIC HQIC SBIC

0 -4521.4 44.1 44.1 44.2
1 -3891.8 1259.2 25 0.000 38.2 38.4 38.7*
2 -3835.1 113.3 25 0.000 37.9 38.3* 38.8
3 -3816.2 37.7 25 0.049 38.0 38.5 39.3
4 -3782.9 66.7* 25 0.000 37.9* 38.6 39.6

<표 Ⅳ-7> 휘발유 도매가격 VECM 시차선택기준

<표 Ⅳ-7>에는 5개 변수를 사용하는 휘발유 도매가격 모형의 시차결

정을 위한 통계량이 표시되어 있다. 휘발유 도매가격을 이용한 VECM

의 시차선택기준으로 Sequential likelihood-ration(LR) 검정,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 Hannan-Quinn information (HQIC), Schwarz 

3) Tsay(1984), Paulsen(1984), Nielsen(2001)의 연구들에서는 VAR 모형이 I(1) 변수

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의 시차결정 방법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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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ain Information(SBIC) 검정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LR, AIC, HQIC 검정에서는 모형의 적정시차를 4주를 제안하고 있으

며, SBIC 검정에서는 모형의 적정시차를 2주로 제안하고 있다. 검정

결과에 따라 적정시차는 2주 또는 4주로 결정할 수 있는데, 현실의 국

내 휘발유 도매가격 변화와 정유사들의 가격결정 행태를 고려할 때 2

주의 시차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2주의 시차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lag  LL  LR  df  p   AIC HQIC SBIC

0 -2163.8 35.5 35.6 35.6
1  -1427.6 1472.6 25 0.00 23.8 24.1 24.5
2 -1322.0 211.1 25 0.00 22.5* 23.0* 23.8*
3 -1302.6 38.7 25 0.04 22.6 23.4 24.5
4 -1279.8  45.7* 25 0.01 22.7 23.6 25.1

<표 Ⅳ-8> 휘발유 주유소가격 VECM 시차선택기준

<표 Ⅳ-8>에는 5개 상표(SK, GS, S-OIL, 현대, 농협)의 주유소 판

매가격을 사용하는 휘발유 소매가격 VECM모형의 시차결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이 나타나 있다. 휘발유 주유소가격에 대한 검정결과를 살

펴보면 AIC HQIC, SBIC 검정에서는 모형에 적합한 시차로 2주를 제

안하고 있으며, LR검정에서는 4주를 적정 시차로 제안하고 있다. 실

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변화를 생각할 때 모형에서 4주의 시차

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긴 기간으로 생각되므로, 휘발유 주유소

가격 분석에서도 도매가격 분석과 동일하게 적정 시차를 2주로 설정

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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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에는 7개 도시지역(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인

천)의 휘발유 소매가격을 사용하는 VECM모형의 적정시차 결정을 위

한 검정통계량이 나타나 있다. 서울과 6개의 광역시의 휘발유 소매가

격을 분석하는 VECM모형의 적정시차로 LR 검정은 4주를 제안하고 

있으며 AIC, HQIC, SBIC 검정은 2주를 적정시차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VECM모형의 적정시차 결정과 동일하게 국내 휘발유시장 가격

결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4주의 기간을 시차로 선택하는 것보다 2주

를 적정 시차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별 

휘발유 소매가격에 대한 모형에서도 적정시차를 2주로 설정하여 분석

을 실시하도록 한다.

lag  LL  LR  df  p   AIC HQIC SBIC
0 -7089.5 55.4 55.4 55.5
1 -5188.0 3803 49 0.00 40.9 41.2 41.7
2 -4992.3 391.4 49 0.00 39.8* 40.4* 41.2*
3 -4947.7 89.0 49 0.00 39.8  40.7 41.9
4 -4908.2  79.0* 49 0.00 39.9 41.0 42.7

<표 Ⅳ-9> 지역별 휘발유 주유소가격 VECM 시차선택기준 

<표 Ⅳ-10>부터 <표 Ⅳ-12>까지 경유가격을 사용하는 VECM모형

의 적정시차 결정을 위한 검정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표는 

앞에서 살펴본 휘발유를 이용한 VECM모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유

의 도매가격, 주유소가격, 지역별 주유소가격을 사용하는 VECM모형

의 적정 시차 결정을 위한 검정통계량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검정통계량들이 각 모형의 적정시차를 2~4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경유가격 분석을 위한 적정시차도 시장의 가격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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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휘발유 가격분석과 동일하게 2주의 시

차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각의 

VECM모형의 적정 시차는 2주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lag  LL  LR  df  p AIC HQIC SBIC

0 -4569.2 44.6 44.6 44.7

1 -3925.0 1288.3 25 0.00 38.5 38.7 39.0*

2 -3862.2 125.7 25 0.00 38.2 38.5* 39.1

3 -3839.1 46.1 25 0.01 38.2 38.7 39.5

4 -3804.4 69.3* 25 0.00 38.1* 38.8 39.8

<표 Ⅳ-10> 경유 도매가격 VECM 시차선택기준

lag  LL  LR  df  p AIC HQIC SBIC

0 -2145.3 35.2 35.2 35.3

1 -1425.4 1439.9 25 0.00 23.8 24.1 24.5

2 -1310.1 230.4 25 0.00 22.3 22.8* 23.6*

3 -1276.1 68.1* 25 0.00 22.2* 22.9 24.0

4 -1259.8 32.6 25 0.14 22.3 23.3 24.7

<표 Ⅳ-11> 경유 주유소가격 VECM 시차선택기준

lag  LL  LR  df  p AIC HQIC SBIC

0  -7053.1 55.1 55.1 55.2

1 -5128.7 3848.8  49 0.00 40.5  40.8 41.2

2 -4937.6 382.2  49 0.00 39.3 39.9* 40.8*

3 -4878.9 117.3  49 0.00 39.3* 40.1 41.4

4 -4831.4 94.9*  49 0.00 39.3 40.4 42.1

<표 Ⅳ-12> 지역별 경유 주유소가격 VECM 시차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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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적분 검정

공적분 검정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에 성립하는 장기균형관

계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 공적분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Johansen(1995)의 연구에서 제안된 공적분 검

정방법을 사용한다. Johansen이 제시한 공적분 검정방법은 변수들 사

이에 형성되는 공적분관계의 수와 모형의 모수들을 최우추정(ML, 

Maximum likelihood)법을 이용하여 검정하는 것이다. 이 검정방법에

서는 공적분 등식을 포함한 제약이 없는(unconstriained) 로그우드(log 

likelihood)와 공적분 등식을 포함하지 않는 제약이 있는(constrained) 

로그우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수

들 사이에 형성되는 공적분 관계가 없다’는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있다.

maximum rank parms  LL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시차 = 2주
0 30 -3980.39 222.81 68.52
1 39 -3929.29 0.3896 120.62 47.21
2 46 -3896.42 0.2721 54.88 29.68
3 51 -3878.33 0.1603 18.70 15.41
4 54 -3870.88 0.0695 3.79  3.76
5 55 -3868.98 0.0181

<표 Ⅳ-13> 휘발유 도매가격 VECM 계수검정

<표 Ⅳ-13>은 앞 절에서 제안된 VECM모형의 최적시차인 2주를 

시차로 사용하여 휘발유 도매 가격선도성 분석에 사용되는 시계열 자

료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국내 정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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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도매공급가격과 싱가폴 휘발유 현물가격의 5개 시계열에 대한 

공적분 검정에서 각각의 trace-통계값이 5% critical value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rank값인 4

를 실증분석에서 최적 rank값으로 사용해야 한다.

maximum 
rank parms  LL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시차 = 2주
0 30 -1404.63 116.64 68.52
1 39 -1379.16 0.3368 65.70 47.21
2 46 -1367.53 0.1710 42.43 29.68
3 51 -1356.92 0.1572 21.21 15.41
4 54 -1348.33 0.1294 4.02  3.76
5 55 -1346.31 0.0319

<표 Ⅳ-14> 휘발유 주유소가격 VECM 계수검정

maximum rank parms  LL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시차 = 2주
0 56 -5180.76 218.72 124.24
1 69 -5148.48 0.22137 154.16  94.15
2 80 -5120.95 0.19220  99.10  68.52
3 89 -5100.34 0.14762  57.89  47.21
4 96 -5088.65 0.08666  34.50  29.68
5 101 -5078.25 0.07747  13.70*  15.41
6 104 -5072.49 0.04364   2.18   3.76
7 105 -5071.40 0.00845

<표 Ⅳ-15> 지역별 휘발유가격 VECM 계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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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으로 <표 Ⅳ-14>과 <표 Ⅳ-15>은 휘발유 주유소 소매

가격과 휘발유 지역별 소매가격 시계열을 사용하는 VECM모형의 공

적분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14>는 사용되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4개 정유사 상표 주

유소에 농협주유소를 포함한 5개 시계열자료에 대한 검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들 시계열 사이에는 4개의 공분산 관계가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휘발유 주유소 소매가격 분

석에 사용될 최적 rank는 4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표 Ⅳ-15>에 나타난 지역별 휘발유 가격에 대한 공적분 검

정은 7개 도시지역 휘발유 소매가격 시계열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계

열 간에 5개의 공분산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소매가격 자료를 이용한 VECM 분석에 사용될 최적 

rank는 5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휘발유 가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유가격 시계열을 사용하는 

VECM모형에 대한 공적분 검정의 결과가 <표 Ⅳ-16>, <표 Ⅳ-17>, 

<표 Ⅳ-18>에 표시되어 있다.

maximum rank parms  LL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시차 = 2주
0 30 -4011.65 230.81 68.52
1 39 -3959.16  0.3978 125.82 47.21
2 46 -3925.60  0.2769 58.70 29.68
3 51 -3904.11  0.1874 15.74 15.41
4 54 -3898.21  0.0554 3.92 3.76
5 55 -3896.24 0.0187

<표 Ⅳ-16> 경유 도매가격 VECM 계수검정



52

maximum 
rank parms  LL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시차 = 2주
0 30 -1393.02 117.39 68.52
1 39 -1372.16 0.2857 75.67 47.21
2 46 -1356.02 0.2291 43.39 29.68
3 51 -1343.32 0.1851 17.99 15.41
4 54 -1336.63 0.1023 4.60 3.76
5 55 -1334.32 0.0364

<표 Ⅳ-17> 경유 주유소가격 VECM 계수검정

maximum rank parms  LL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시차 = 2주
0 56 -5173.44 228.29 124.24
1 69 -5137.78 0.2415 156.97 94.15
2 80 -5110.18 0.1926 101.77 68.52
3 89 -5089.17 0.1503 59.74 47.21
4 96 -5074.35 0.1085  30.11 29.68
5 101 -5064.89 0.0707 11.19* 15.41
6 104 -5060.14 0.0361 1.70 3.76
7 105 -5059.29 0.0065

<표 Ⅳ-18> 지역별 경유 가격 VECM 계수검정

이들은 각각 경유의 도매가격 분석, 소매가격 분석, 지역별 소매가

격 분석에 사용되는 시계열 사이에 나타나는 장기균형관계를 의미하

는 공적분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검정에서 trace-통계값과 5% critical 

value를 비교하여 trace-통계값이 더 작은 경우에는 공적분관계가 존



제4장 가격선도성 실증분석  53

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공적분 검정결과를 이

용하여 경유 도매가격을 사용하는 VECM모형에 적용할 최적 rank는 

4가, 경유 주유소 소매가격 분석모형에 적용할 최적 rank도 4가, 경유

의 지역별 소매가격 분석에 적용할 최적 rank는 5가 각각 제시되었다.

2. 휘발유 가격선도성 분석

가. 도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먼저 국내 휘발유 도매시장의 가격선도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 휘발유 도매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4개 정유사가 분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그러므로 국내 휘발유 도매가격은 4개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과 

국내 휘발유 도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싱가

폴 현물가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도매 

가격선도성은 위의 5가지 시계열 변수와 앞 절에서 추정한 최적 시차와 

계수를 이용하여 설정된 VEC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휘발유 도매 가격선도성은 VECM의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

여 살펴보도록 한다.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은 분석에 사용되는 시계열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특정 시계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계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표 Ⅳ-19>는 전체 분석기간(2008년 5월 1주~2013년 4월 4주; 5년)

에 대한 휘발유 도매가격 간 그랜져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과관

계의 방향은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폴 현물가격이 SK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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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F-통계량이 34.72로 나타나 1% 수준에서 해

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폴 현물가격이 SK 도매가격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싱가폴 SK GS S-OIL 현대

싱가폴 5.49 b 0.16 0.02 0.71
SK 34.72 a 0.04 0.01 0.08
GS 30.89 a 5.36 b 0.36 4.58 b

S-OIL 38.07 a 4.89 b 1.17 2.02
현대 16.89 a 6.78 a 3.50 c 0.75

<표 Ⅳ-19> 휘발유 도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전체기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표 Ⅳ-19>에 나타난 휘발유 도매가격에 대한 그랜져인과관계 분석

은 싱가폴 휘발유 현물가격이 국내 4개 정유사의 휘발유 가격결정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국내 정유사 중에서는 SK의 휘발유 도매가격이 다른 3개 정유

사들의 휘발유 도매가격과 싱가폴 현물가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랜져인과관계 분

석결과에 따르면 싱가폴 현물가격과 SK 도매가격이 국내 휘발유 도

매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휘

발유 시장은 4개 정유사가 공급자로 참여하는 과점적 형태로 운영되

고 있지만 휘발유 시장에서 SK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SK가 휘발유 도매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

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매가격 선도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국

내 정유사들이 싱가폴 현물가격을 참고로 적정시차를 반영하여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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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국제 휘발유가

격과 환율과 같은 외부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따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특정한 가격에 따라 정유사 가격

을 결정하는 것은 암묵적 가격담합 또는 바로미터 가격답합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국내 휘발유 소매시장은 약 12,800여 개의 주유소로 구성되어 있지

만 주유소의 90% 이상이 특정 정유사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유

사와의 전량구매계약을 통해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도매시장의 과점구조가 소매시장까지 수직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이 제

한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휘발유 소매가격에 대한 분석은 주유소 상표에 따른 가격선도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4개 정유사 상표 주유소에 농협주유소를 포함한 5개 

소매가격 시계열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표 Ⅳ-20>

은 전체 분석기간에 대한 주유소 소매가격의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휘발유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 SK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소매시장에서

도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SK 주유

소의 소매가격은 다른 3개 정유사 상표 주유소와 농협주유소 소매가

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협 

주유소 소매가격은 SK 주유소를 제외한 3개 정유사 주유소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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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 이내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GS, 

S-OIL, 현대 주유소의 소매가격이 다른 상표 주유소 소매가격에 미치

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

별 주유소 소매가격에 대한 그랜져인과관계 검정 결과는 휘발유 소매

시장에서 SK주유소와 농협주유소가 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SK GS S-OIL 현대 농협

SK 3.18 c 0.96 3.70 c 2.14
GS 16.12 a 3.74 c 2.49 6.90 a

S-OIL 15.05 a 0.00 2.49 5.34 b
현대 17.84 a 0.13 3.26 c 5.85 b
농협 12.61 a 0.77 3.63 c 3.18 c

<표 Ⅳ-20> 휘발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전체기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농협주유소는 주로 대도시 지역보다는 중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휘발유를 공동구매하여 공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정유사 상표표시 

주유소에 비해서 낮은 공급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

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사 상

표 주유소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거점 주유소 역할을 담당하는 농협주유소가 소매가

격을 선도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K주유

소가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SK가 도매시장에서도 가격을 선도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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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과점구조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소매시장에 연결되어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휘발유 소매시장의 가격은 SK 상표주유소와 농협주유소가 선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지역별 가격선도성 분석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

가격의 차이는 지역 간 경쟁의 정도, 운송비용, 판매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다. 만약 특정 지역의 석유제품 가격이 다

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 가격변화 예측 시 있어서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의 소매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개 대도

시지역 소매가격의 선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의 지역별 선도성을 살펴보기 위한 그랜져인

과관계 검정 결과가 <표 Ⅳ-21>에 나타나 있다. 그랜져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지역의 소매가격이 다른 지역의 소매가격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구지역 

소매가격은 대전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매가격에 대 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지역이 휘발유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시장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별 휘발유 소매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은 전체 

판매물량이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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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산 지

역도 상대적으로 주유소 개수가 많고 정유공장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

다는 특징이 휘발유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11.3 a 4.9 b 0.0 1.7 0.1 0.2
부산 11.4 a 4.7 b 0.0 2.1 1.1 0.2
대구 11.3 a 14.4 a 0.0 3.3 c 1.1 0.8
인천 14.9 a 12.7 a 4.2 b 3.9 b 0.1 0.0
광주 6.8 a 18.3 a 1.7 a 0.4 1.1 3.9 b
대전 13.7 a 9.9 a 2.1 0.1 2.1 1.0
울산 13.6 a 15.7 a 4.2 b 0.1 4.0 b 1.8

<표 Ⅳ-21> 지역별 휘발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전체기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라. 경쟁촉진 정책에 따른 가격선도성 변화

우리나라의 과점적인 석유제품 시장의 구조에서 파생되는 가격경쟁

이 제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련의 석유제품시장 경

쟁촉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정책으

로 알뜰주유소 도입,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및 복수상표 혼

합판매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1년 12월 알뜰주유

소 도입을 시작으로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상기 정책들이 수

행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구조에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촉진 정책의 효과는 특히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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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들의 역학관계 변화와 가격결정 구조의 변화를 야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책도

입 이전 이후 기간에 대한 가격선도성 변화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먼저 휘발유 도매시장 가격결정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2

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도매 가격선도성 추정

결과가 <표 Ⅳ-22>과 <표 Ⅳ-23>에 나타나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싱가폴 SK GS S-OIL 현대

싱가폴 0.27 0.47 0.16 0.00
SK 19.18 a 0.02 0.04 0.13
GS 17.99 a 2.58 0.12 0.01

S-OIL 25.05 a 1.55 2.17 0.00
현대 19.84 a 0.22 0.29 0.34

<표 Ⅳ-22> 휘발유 도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1년 12월 이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싱가폴 SK GS S-OIL 현대

싱가폴 3.26 c 2.78 c 2.52 1.13
SK 13.69 a 0.28 0.08 0.42
GS 16.30 a 0.19 0.38 0.02

S-OIL 22.51 a 0.00 0.30 0.08
현대 2.28 0.45 0.32 0.52

<표 Ⅳ-23> 휘발유 도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2년 1월 이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표 Ⅳ-22>에 나타난 경쟁촉진정책 실시 이전기간에 대한 휘발유 

도매 가격선도성 분석결과는 싱가폴 현물가격만이 국내 4개 정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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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도매가격에 대하여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4개 정유사 도매가격은 다른 가격에 유의한 영향

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23>의 경쟁촉진정책 

시행 이후기간에 대한 도매 가격선도성 분석결과는 싱가폴 현물가격

이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3개 정유사 도매가격에 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SK와 GS 도

매가격은 싱가폴 현물가격에 대하여 10% 수준에서 그랜져인과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휘발유 도매 가격선도성 변화로 판단한 가격

경쟁촉진정책의 효과는 석유시장 경쟁촉진정책 이전기간과 이후기간

의 휘발유 도매시장 가격선도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촉진정책은 국내 휘발유 도매시장의 구조 및 도매가격 결

정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경쟁촉

진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다는 점과 알뜰주유

소 도입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점이 2012년 중반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Ⅳ-24>와 <표 Ⅳ-25>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정책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하여 휘발유의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시행 이전에 대한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SK와 농협주유소의 소매가격이 타 정유사 상표주유소의 소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OIL주

유소의 소매가격도 SK 주유소를 제외한 다른 상표주유소 소매가격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S와 현대오

일뱅크 상표주유소의 소매가격은 다른 상표주유소들의 가격결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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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시행 이후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SK주유소의 소매가격만이 다른 상표주유소들의 소

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상표주유소

의 소매가격들은 가격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SK GS S-OIL 현대 농협

SK 1.28 0.52 1.76 3.17 c
GS 8.35 a 7.67 a 1.98 12.55 a

S-OIL 8.33 a 4.06 b 1.57 11.85 a
현대 9.74 a 2.76 c 6.91 a 12.67 a
농협 8.91 a 1.34 7.81 a 2.13

<표 Ⅳ-24> 휘발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1년 12월 이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종속
변수

독립변수

SK GS S-OIL 현대 농협

SK 0.51 0.11 1.66 0.90
GS 13.10 a 0.06 1.87 0.52

S-OIL 14.48 a 0.33 2.27 0.79
현대 14.85 a 0.23 0.05 0.93
농협 8.94 a 0.01 0.00 2.52

<표 Ⅳ-25> 휘발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2년 1월 이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이와 같은 휘발유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

합해보면 석유제품 경쟁촉진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다수의 상표주

유소들이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정책이 시행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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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SK주유소가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이후 휘발유 소매시장의 과점구

조가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에 대한 

상표주유소들의 반응이 특정 상표주유소의 가격을 추종함으로써 소매

시장의 과점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유소들의 반응은 정책에서 예상된 것과 상이한 것으로, 주유소

들이 휘발유 판매에서 얻는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가격경

쟁을 실시하기 보다는 적정한 가격수준을 유지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제품 경쟁촉진 정책이 지역별 휘발유 소매 가격선도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Ⅳ-26>와 <표 Ⅳ-27>에 나타나 있다. 

<표 Ⅳ-26>에 나타난 정책시행 이전의 지역별 소매 가격선도성을 살

펴보면 서울과 부산지역의 휘발유 소매가격이 다른 지역의 가격을 선

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7>에 나타난 정책시행 이후의 지역별 

소매 가격선도성은 서울지역 소매가격 선도성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선도성을 나타내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시행 이후에 서울지역 휘발유 소매가격의 선

도효과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내 휘발유 가격의 변화를 

서울지역 주유소들이 가장 신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절에서 살펴본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

간 별 도매, 소매, 지역별 휘발유 가격선도성 변화를 추정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도출한 정책효과에 대한 결론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은 아니다. 정책효과 분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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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격경쟁촉진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간이 상

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시계열자료에 포

함된 가격자료의 수가 작아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작게 나타났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책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

후 분석자료를 보충하여 추가적인 가격선도성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8.5 a 2.3 0.2 1.9 0.2 0.0
부산 3.3 c 2.8 c 0.5 1.3 0.8 0.8
대구 3.1 c 11.6 a 0.3 1.3 1.0 2.1
인천 6.4 b 8.9 a 1.7 2.8 c 0.1 0.3
광주 2.2 15.6 a 1.2 0.9 0.9 3.9 b
대전 4.9 b 8.1 a 0.7 0.1 1.5 2.8 c
울산 4.3 b 12.0 a 1.6 0.1 2.4 1.5

<표 Ⅳ-26> 지역별 휘발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1년 12월 이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0.4 0.7 0.1 0.9 0.1 0.9
부산 16.0 a 0.7 1.1 2.3 0.0 0.9
대구 13.5 a 0.2 0.4 2.5 0.2 0.7
인천 9.6 a 0.5 0.9 1.6 0.1 1.3
광주 5.0 b 0.1 0.1 0.0 0.0 0.2
대전 11.9 a 0.3 0.2 0.6 2.0 1.2
울산 19.2 a 0.9 0.4 2.4 7.2 a 0.3

<표 Ⅳ-27> 지역별 휘발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2년 1월 이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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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유 가격선도성 분석

국내 경유시장에 대한 가격선도성 분석결과는 휘발유시장과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 휘발유 시장은 4개 정유사

가 99%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송용 경유시장은 4개 정

유사의 점유율이 약 90% 정도로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유사 이외에 석유제품 수입회사가 공급자로 참

여하고 있는 경유시장은 휘발유시장과 차별화된 경쟁구도와 가격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휘발

유시장과 동일하게 경유가격 선도성을 도매시장, 주유소 상표별 소매

시장, 지역별 소매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도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국내 경유시장의 도매 가격선도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표 Ⅳ

-28>에 나타나 있다. 경유 도매 가격선도성 분석모형도 휘발유에 대한 

분석모형과 동일하게 4개 정유사의 도매가격에 싱가폴 현물가격을 포함

하여 총 5개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VECM모형을 구성하고, 시계열자료 

상호 간 그랜져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가격선도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싱가폴 현물가격이 국내 4개 정유사의 경유가격 결정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K 도매가격은 싱가폴 현물가

격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가격시계열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GS 도매가격은 S-OIL과 현대오일뱅크의 도

매가격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S-OIL과 현대오일뱅크의 도매가격은 대부분의 다른 가격시계열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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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싱가폴 SK GS S-OIL 현대

싱가폴 3.66 c 1.88 0.05 2.33
SK 38.64 a 0.87 0.12 0.19
GS 36.75 a 3.86 b 0.88 4.24 b

S-OIL 52.53 a 3.20 c 4.64 b 1.49
현대 22.56 a 4.00 b 5.54 b 1.19

<표 Ⅳ-28> 경유 도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전체기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국내 경유시장의 도매가격 결정에는 싱가폴 현물가격이 가장 강력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정유사로는 SK와 GS

가 경유 도매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전체적으로 휘발유 시장의 도매 가격선도성과 유사하게 싱가

폴 현물가격과 SK 도매가격이 경유시장 도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유사들이 싱가폴 현물가격과 같은 특

정한 가격을 자사의 가격결정에 바로미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미터 가격담합이나 묵시적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시장에서 국내 정유사로는 SK만이 도매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경유시장에서는 GS 도매가격도 

가격선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경유 도매시장은 휘발유

시장에 비해 경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경유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모형도 휘발유시장에 대한 분석모형

과 동일하게 4개 정유사 상표주유소의 가격에 농협주유소 가격을 포

함한 총 5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VECM모형을 사용한다. 각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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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나타나는 그랜져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표 Ⅳ-29>

에 나타나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SK GS S-OIL 현대 농협

SK 2.17 0.00 0.02 4.93 b
GS 9.20 a 0.76 0.50 5.32 b

S-OIL 10.28 a 0.79 0.74 4.23 b
현대 11.86 a 1.08 1.18 4.71 b
농협 6.99 a 2.57 2.59 1.72

<표 Ⅳ-29> 경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전체기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전체 분석기간에 대한 경유 소매가격 그랜져인과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SK 상표주유소가 가장 강한 경유 소매 가격선도성을 보였으

며, 농협주유소도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가격선도성을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유사 상표주유소들은 유의한 수준의 경유 

소매 가격선도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SK가 국내 경유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공

급자가 소수인 과점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SK 상표주유

소의 소매가격이 다른 상표주유소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

낼 것이라는 점은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유사 상표주유소의 소매

가격이 정유사 도매가격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과 다르게 농협주유

소는 공동구매 협상을 통해 공급가격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가

격 결정에 대한 주유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농협주유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경유 시장에서 소매가격을 선

도하는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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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 가격선도성 분석

7개 대도시지역에 대한 경유의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결과가 <표 Ⅳ

-30>에 나타나 있다. 경유의 지역별 소매 가격선도성을 살펴보면 서

울, 부산, 대구 지역의 소매가격이 다른 지역들의 소매가격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울산지역의 

소매가격은 일부 지역(대구, 광주, 대전)의 소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22.3 a 8.8 a 0.7 0.1 0.0 0.6

부산 8.2 a 8.4 a 0.6 0.0 0.1 2.5

대구 6.1 b 18.8 a 0.3 1.3 0.1 7.4 a

인천 7.4 a 19.2 a 4.4 b 0.0 0.0 0.9

광주 7.0 a 21.8 a 4.8 b 1.2 0.1 2.9 c

대전 5.3 b 14.9 a 2.4 0.4 0.3 6.2 b

울산 6.9 a 18.8 a 5.8 b 0.4 0.5 0.0

<표 Ⅳ-30> 지역별 경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전체기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큰 서울지역이나 정유시설에서 지리적

으로 인접하여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 및 울산과 같은 지역

이 다른 지역의 경유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경유의 소매 가격선도성이 상이하

게 나타나는 것은 판매되는 물량규모가 많아서 중요도가 높은 시장이

거나 다른 지역보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소매가격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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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가격선도성이 나

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경쟁촉진 정책에 따른 가격선도성 변화 분석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경유

시장 경쟁구조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기간을 두 개로 분리하여 그랜져인과관계를 추정하고 가격선도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Ⅳ-31>와 <표 Ⅳ-32>에는 경쟁촉진 정책 시행 이전 및 이후 기

간에 대한 경유의 도매 가격선도성 변화에 대한 추정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Ⅳ-31>에 나타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의 경유 

도매 가격선도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싱가폴 현물가격은 국내 4개 

정유사 도매가격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내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은 GS가 S-OIL에게 미치는 그랜져

인과관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표 Ⅳ-32>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간에 대한 경

유 도매 가격선도성 추정결과도 이전 기간에 대한 추정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다. 싱가폴 현물가격은 현대오일뱅크 도매가격을 제외

한 국내 3개 정유사 도매가격에 대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내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도매가격 시계열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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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싱가폴 SK GS S-OIL 현대

싱가폴  1.87 1.07 0.00 1.34
SK 17.13 a 0.43 0.20 0.10
GS 16.09 a 1.90 0.58 0.06

S-OIL 37.47 a 0.77 5.01 b 0.00
현대 16.00 a 0.17 0.71 0.80

<표 Ⅳ-31> 경유 도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1년 12월 이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싱가폴 SK GS S-OIL 현대

싱가폴  2.18 0.36 0.04 1.84
SK 13.93 a 0.00 0.02 0.77
GS 11.23 a 0.11 0.39 0.01

S-OIL 12.61 a 0.03 0.04 0.22
현대 2.62 0.43 0.62 0.34

<표 Ⅳ-32> 경유 도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2년 1월 이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이처럼 경유시장 도매 가격선도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석유제

품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일련의 정책들이 경유 도매시장 

경쟁구조 및 가격결정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선도성에 근거한 정책효과 이외에 다양

한 방법을 통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정책시

행 이후 기간의 분석자료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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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싱가폴 현물가격을 바로미터로 국내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이 결

정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암묵적 담합이나 바로

미터적 담합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

약 이와 같은 정유사들의 도매가격 담합이 존재한다면, 경쟁촉진 정책

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SK GS S-OIL 현대 농협

SK 0.64 0.02 0.00 7.19 a
GS  7.27 a 3.13 c 1.86 7.50 a

S-OIL  8.08 a 0.48 2.23 7.24 a
현대  9.03 a 0.35 3.60 c 7.89 a
농협  6.87 a 0.00 3.92 b 2.01

<표 Ⅳ-33> 경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1년 12월 이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종속
변수

독립변수

SK GS S-OIL 현대 농협

SK 0.30 0.19 1.54 2.62
GS 6.17 b 0.05 1.73 1.60

S-OIL 5.37 b 0.58 2.09 2.15
현대 6.70 a 0.65 0.03 2.34
농협 1.78 1.07 0.28 2.80 c

<표 Ⅳ-34> 경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2년 1월 이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경쟁촉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경유 소매 가

격선도성 변화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Ⅳ-33>과 <표 Ⅳ-34>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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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다. <표 Ⅳ-33>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의 경유 소

매가격은 SK 상표주유소와 농협주유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소매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S-OIL 상표주유

소의 소매가격도 GS, 현대, 농협주유소 소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Ⅳ-34>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

간의 소매가격 선도성은 이전 기간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기간에는 경유 소매가격을 선도하던 농협주유

소의 소매가격이 더 이상 다른 상표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SK 상표주유소의 소매가격이 

농협주유소를 제외한 3개 정유사 상표주유소의 소매가격에 통계적으

로 1~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정유사 상표주

유소 소매가격 상호간에는 그랜져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유의 소매 가격선도성 변화에 대한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경유시

장의 주유소 단계에서 경쟁촉진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에는 다수의 

상표주유소(SK, S-OIL, 농협)들이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였

지만,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SK 상표주유소만이 다른 상표주유소의 

경유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쟁촉진 정책

이 시행된 이후에 특정 상표주유소의 가격선도 효과가 강화되는 모습

을 보이는 것은 시장의 경쟁이 약화되어 과점적인 가격결정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5>와 <표 Ⅳ-36>은 경쟁촉진 정책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지역별 경유 소매 가격선도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35>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기간의 지역별 가격선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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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지역의 소매가격이 다른 지역의 소매가격에 대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구와 울산 지역의 소매가격도 각각 서울, 부산, 광주와 대구, 대전 

지역의 소매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서울 및 부산 지역

의 소매가격에 비해서는 약한 영향을 주고 있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13.2 a 5.1 b 0.0 0.0 0.0 0.7
부산 8.0 a 3.9 b 0.0 0.0 0.0 2.3
대구 7.6 a 10.7 a 0.5 1.2 0.0 7.9 a
인천 6.7 a 11.1 a 2.0 0.1 0.1 0.9
광주 6.3 b 13.1 a 3.2 c 0.1 0.1 2.5
대전 4.4 b 9.6 a 1.3 0.0 0.4 6.1 b
울산 7.9 a 9.9 a 2.1 0.3 0.4 0.3

<표 Ⅳ-35> 지역별 경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1년 12월 이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0.3 0.3 0.8 1.4 0.0 0.0
부산 2.9 c 0.2 0.3 0.6 0.0 0.1
대구 0.7 0.0 1.4 1.5 0.3 0.1
인천 2.2 0.5 1.1 0.7 0.0 0.1
광주 1.3 1.2 0.6 1.4 1.9 2.3
대전 2.3 0.1 0.0 0.2 0.3 0.0
울산 0.7 0.2 0.0 1.5 0.3 0.0

<표 Ⅳ-36> 지역별 경유 소매가격 인과관계 검정 (2012년 1월 이후)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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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6>에 나타난 정책시행 이후 기간에 대한 추정결과는 서울

의 소매가격이 부산의 소매가격에 대해 약한 가격선도성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들 상호간 소매 가격선도성이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쟁촉진 정책 시행 이후에는 경유의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특정 지역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경유시

장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서 지역별 가격차이가 작아졌기 때문에 나

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경쟁촉진 정책이 수행된 이후 경유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공급자의 지역별 가격차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쟁이 촉진되고 과점적 가격결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간에 대한 분석자료가 이전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과 경쟁촉진 효과에 대한 다른 실증연구 방법에 의한 분석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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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시사점 검토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휘발유 및 경유 시장의 가격

선도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시사

점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먼저 4개 정유사가 과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의 도매시장 가격선도성 추정결과는 싱가폴 현물가격과 SK의 도매가

격이 다른 정유사(GS, S-OIL, 현대오일뱅크)들의 도매가격을 선도하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휘발유 

및 경유 도매가격의 선도현상은 SK가 싱가폴 현물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GS, S-OIL, 현대오일뱅크는 SK의 도매가격을 

참고하여 각 회사의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선도기업과 같은 역할을 담당

하고 다른 기업들은 가격추종자로써 선도기업에서 정한 가격을 받아

들이는 양상은 전형적인 과점시장에서의 가격선도모형에 부합하는 가

격결정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격선도는 과점시

장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암묵

적인 담함의 한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암묵적인 담함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과점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 감소와 사회 전체적인 후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암묵적인 담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담합행

위와 다르게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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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시 및 규제와 병행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

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휘발유와 경유 도매시장에서 가격선도성이 나타나는 경우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정부가 감시 감독하는 역할 이외에 직접적으로 시장가격

을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시장의 가격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

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도매시장에 존재하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구도 및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휘발유 및 경유 소매시장은 다수의 주유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

분이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계약에 따라 도매시장의 과점

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매시장 가격선도성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휘발유 소매가격은 주로 SK와 농협 주

유소가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다른 정유사 주유소들도 약한 가격

선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유 소매가격은 SK와 농협주유소가 뚜렷

하게 선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도매시장에서는 SK가 단독으로 

가격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소매시장에서는 복수의 상표

주유소가 시장에서 가격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가격선도자가 여럿 존재한다는 것은 단수의 가격

선도자가 존재하는 시장보다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

유의 소매시장은 도매시장에 비해 더 경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유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립적인 형태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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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2년 초부터 시

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알뜰주유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인 상표주유

소가 증가한 것도 소매시장 경쟁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시장에서는 주유소들이 인접한 소수의 주유소

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가 독점공급계약에 

의해 물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나

타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유소들의 구입처를 다양화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특정 정유사 제품만을 구입하

는 것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 부분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구입처가 다양화되어 제품구입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인하된 가격의 일부는 주유소의 이익으

로 귀속되겠지만 일부는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석유제품 소매시장 

정책은 점진적으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다양한 

석유제품 유통경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지역별 소매가격 선도성 분석에서는 판매물량과 주유소 숫자가 많

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소매가격이 다른 대도시지역의 소매가격을 선

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의 가격이 다른 지역

의 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해당 지역이 휘발유 및 경유 

판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수송비와 같은 비용이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 가격선도성이 나타나는 경우

에는 가격을 선도하는 성향을 보이는 지역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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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석유제품 가격변화를 예상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가 휘발

유와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서울 및 부산과 같이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에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휘발유 및 경유가격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송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송유관 이용비용을 인하하려는 노

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제품시

장 경쟁촉진 정책들이 국내의 과점적 시장구조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가격선도성 변화

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경쟁촉진 정책들이 시장의 

도매 및 소매 경쟁구조를 뚜렷하게 변화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쟁촉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한 석유시장 경쟁촉진 정책 중에서 알뜰주유소 정책과 석

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효과가 분석결과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뜰주유소 도입은 2011년 12월 말에 시작되었지만 

시장에 유의한 수준의 알뜰주유소가 보급된 것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2012년 7월 

이후에 거래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자료 기간이 정책들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부족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연구에서 2012년 하반기 이후 기간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의 시계열이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2012년 1월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촉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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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전반기에는  석유

제품 가격에는 경쟁촉진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쟁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가격선도성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보완적인 실증연구의 결과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쟁촉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성급하게 결론내릴 수 없다고 생각된

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도록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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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격선도성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도매 

및 소매 경쟁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Ⅵ-1>에는 국내 휘발

유와 경유의 가격선도성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전체

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선도성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매시장에서는 SK가 싱가폴 현물가격을 준용하여 가격을 먼저 결정

하는 가격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정유사들

은 가격추종자로써 SK 가격을 척도로 삼아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시장의 가격선도성 분석결과에서는 주로 SK 

상표주유소와 농협주유소가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가격선도성 분석결과는 서울이나 부산

과 같이 소비물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이 다른 도시지역의 가격을 선

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도가격

휘발유 경유

도매가격 싱가폴, SK 싱가폴, SK

소매가격 SK, 농협, S-OIL SK, 농협

지역별 소매가격 서울, 부산, 대구 서울, 부산, 대구

<표 Ⅵ-1>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선도성 추정결과 요약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시장

과 소매시장 모두 4개 정유사에 의해 과점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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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과점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을 회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 효용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

회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점시장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독과점 기업

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

인 정유사의 가격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발생가능한 

묵시적 담합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후적으

로도 정유사 간 도매가격 담합에 대한 적발의 수준 및 처벌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

라 석유제품 시장이 과점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사들이 존재하는 도매시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

며,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소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제

조건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매 공

급자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도매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

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석유제품 가격공

개제도를 확대하여 도매가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정책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매시장에 석

유제품 수입사의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다

수 확보하는 것이 정유사들의 과점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규제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 및 소매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석유제품 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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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공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특정 정

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에 구속되어 있기 때

문에 주유소들이 구매단가를 낮추어 소매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경쟁

을 추진할 유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점공급계약 관행을 축소시켜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다양화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소매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발생하

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을 위한 채널을 다양화 하는 것은 정유

사와 주유소의 수직계열적인 관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유통회사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경우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가격경쟁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셀프주유소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와 석유공사가 일

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송유관 이용비용 인하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시장과 같이 가격선도성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장의 감시 감독 기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시장의 가격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도매시장에 존재하는 정유사들 간 경

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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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효과

를 살펴보기 위한 가격선도성 변화에 대한 추정결과가 <표 Ⅵ-2>에 

요약되어 있다.

주요 선도가격

정책시행 이전 정책시행 이후

휘발유

도매가격 싱가폴 현물가격 싱가폴 현물가격

소매가격 SK, 농협, S-OIL SK

지역별 소매가격 서울, 부산 서울

경유

도매가격 싱가폴 현물가격 싱가폴 현물가격

소매가격 SK, 농협, S-OIL SK

지역별 소매가격 서울, 부산 없음

<표 Ⅵ-2> 경쟁촉진 정책에 따른 가격선도성 변화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휘발유와 경유 도매사장의 가격선도

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매가격은 SK 상표주유소의 가

격선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가격선도성은 

정책시행 이전 기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도매

시장에서 정유사들은 싱가폴 현물가격을 척도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유사들이 

암묵적 가격담합을 유지하고 있거나 경쟁촉진 정책이 도매시장 경쟁

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추정결과는 과점적 가격선도 현상이 강화되어 시장의 가

격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쟁촉진 정책이 시

행되기 이전보다 악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독점공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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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도매시장 과점구조가 소매시장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알뜰주유소와 같은 새로운 경쟁주유

소의 출현에 대하여 가격경쟁과 같은 반응보다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정책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앞 장에서 언

급한 것처럼 보완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나 실증분석에 사용

되는 정유사 및 주유소의 가격자료가 더 축적된 이후에 추가적인 분

석을 통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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