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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eptance of the test of the homogeneity for panel time series models allows for the pooling of the series

to achieve parsimony.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panel bilinear time series model as well as derive the

stationary condition and the limiting distribution of the test statistic of the homogeneity test for the model.

For the applications study, we use Korea Mumps data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08. Finally, we

perform test of homogeneity for the panel data with 8 independent bilinear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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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시계열들로 구성되어진 패널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 및 금융 시계열뿐
만 아니라 의료 및 보건 시계열 자료 분석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통계분석의 한 분야이

다. 패널 시계열 자료는 각각의 시계열마다 모수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모수가 존재하게 되고, 모

수의수가많으면모수추정에따르는오차가커지게되어예측의정확성도떨어지게된다. 패널내에존

재하는 독립적인 여러 시계열들의 동질성이 만족되면 시계열을 종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검정할 수 있

다. 즉 만약 여러개의 자료들이 동일한 모형에서 왔다고 하는 동질성 가설이 채택된다면, 모형 설정에

있어서 모수 절약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결합된 자료에 의해 보다 나은 모수 추정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자료들사이에유의한차이가존재한다하더라도표본크기가커지면대표본하에서어떤규칙을얻을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계열자료의 동질성검정은 Anderson (1978)의 연구에서 의사가 여러 날에 걸
쳐 여러 환자의 혈압을 반복 측정하여 환자들의 혈압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제안되었다.

Basawa 등 (1984)은 ARMA(p, q) 모형을 따르는 시계열 패널 자료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연구하였으
며, 계절성시계열패널자료에대한동질성검정에는 Lee (1993)의연구가있다.

한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선형 시계열 모형들은 실제 시계열 자료들에 매우 잘 적합이 되긴 하
나 강한 비대칭을 나타내는 자료들이나 시간의 가역성을 만족하지 않는 시계열 자료들에 대해서는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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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Tong, 1990). 이러한 선형 시계열 모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

러가지비선형모형이제안되었는데 Granger와 Andersen (1978)은중선형시계열모형(Bilinear Time

Series Model)을 제안하고, 실제 현상에서의 유용성을 보였는데 특히 의료 및 보건 자료분석에서 매

우 유용함을 보였으며, 모수추정 등 여러 가지 통계적 추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후 중선형 모
형에 대한 연구로는 Subba Rao와 Gabr (1984)이 정규조건하에서 ergodic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Liu

(1990)는 일반 중선형 모형하에서의 가역성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Pham과 Tran (1981)은 중선형 모형

의 모수들에 대한 수정된 최소제곱 추정량들을 구하였고, 그것들이 강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시계열자료 중 중선형 시계열모형의 동질성 검정을 소개하고, 중선형 시계열모형

을 따르는 실제 패널자료의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중선형 시계열 모

형과칼만-필터를이용한모수추정에대해서술하고, 3장에서는중선형시계열모형의동질성검정에대

해 언급하였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으로 우리나라 8개 도별 Mumps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중선형 시계

열 모형의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고 이 분석방법의 효율성을 입증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기

술하였다.

2. 패널 중선형 시계열 모형

2.1. 패널 중선형 시계열 모형

Xt(k), t = 0, . . . , n, k = 1, . . . ,m을 k번째 대상의 t시점 자료라고 하면 중선형 모형의 완전한

BL(p, q, r, s)의패널모형은다음과같다.

Xt(k) =

p∑
i=1

ai(k)Xt−i(k) +

q∑
j=1

cj(k)et−j(k) +

r∑
m=1

s∑
l=1

bml(k)Xt−m(k)et−l(k) + et(k),

여기서 et(k)는평균이 0이고분산이 σ2인정규분포를따르는 iid확률변수이다.

본논문에서는순수대각(pure diagonal) 중선형모형인 BL(0, 0, p, p) 모형을고려해본다.

Xt(k) =

p∑
i=1

bii(k)Xt−i(k)et−i(k) + et(k),

여기서 bii(k)는 BL(p, q, r, s)의패널모형에서 m = l = i (i = 1, 2, . . . , p)인 bml(k)와같다.

BL(0, 0, p, p) 모형의정상성조건은상태공간모형으로재표현하여찾을수있고, 모수를추정하기위해

서는 가역성 조건이 필요한데 일반 중선형 모형하에서의 가역성 조건은 Liu (1990)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p2
p∑

i=1

b2ii(k)σ
2 < 1.

2.2. 칼만-필터를 이용한 모수추정

θ = (b11, b22, . . . , bpp)을모수벡터라고하자.

최대우도방법에 의하여 모수 벡터 θ를 구하기 위해 BL(0, 0, p, p) 모형을 상태 공간 모형으로 표현하고

칼만-필터를이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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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공간 모형은 시점 t에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상태방정식과 관측되지 않은 상태 벡터와 관측 오차의
함수인관측방정식으로구성되는데 BL(0, 0, p, p) 모형을다음과같은상태공간모형으로표현한다.

ξt+1 = Aξt + vt+1 : 상태방정식,

Xt = Ht−1ξt : 관측방정식,

여기서 Ht−1 = [1, b11Xt−1, b22Xt−2, . . . , bppXt−p]

A =


0 0 · · · 0

1 0 · · · 0
...
...
. . .

...

0 0 · · · 0

 , ξt =


et

et−1

...

et−p

 , vt =


et

0
...

0

 .

단, A는 (p+ 1)× (p+ 1)행렬이고, ξt와 vt는각각 p+ 1 벡터이다.

시간 t에서 관측값을 xt = (x1, . . . , xt)라 하면 칼만-필터 알고리즘은 상태벡터 ξt+1, t = 1, . . . , n의 최

적 예측값 ξ̂t+1|t을 반복적으로 구할 수 있다. 먼저 ξ1의 예측값인 상태벡터 ξ̂1|0을 초기화해서 X1의 예

측값인 X̂1|0 = H0ξ̂1|0를 구하고, t = 2, . . . , n에 대해서 ξ̂t+1|t를 반복해 구한 후 X̂t+1|t = Htξ̂t+1|t 식

을이용하여 Xt+1을예측한다.

Xt는 평균이 X̂t|t−1 = E[Xt|xt]이고, 분산이 M̂t|t−1 = E[(Xt − X̂t|t−1)
2]인 Gaussian 분포를 따른다

(Hamilton, 1994). 따라서 θ의로그우도함수는다음과같다.

L(X; θ) = −n
2
log(2π)− 1

2

n∑
t=1

log
(
M̂t|t−1

)
− 1

2

n∑
t=1

(
Xt − X̂t|t−1

)2
M̂t|t−1

,

여기서 X̂t|t−1과 M̂t|t−1은위의칼만필터알고리즘을이용하여구할수있다.

3. 중선형 시계열 모형의 동질성 검정

패널 중선형 시계열 모형의 모수 벡터에 대한 동질성검정을 위하여 BL(0, 0, p, p)에서 p = 1인 경우, 즉

BL(0, 0, 1, 1) 모형을고려해본다.

Xt(k) = b(k)Xt−1(k)et−1(k) + et(k).

BL(0, 0, 1, 1) 모형에서 m개의시계열모수의동질성검정에대한가설은다음과같다.

H : b(1) = b(2) = · · · = b(m).

위의동질성가설에서새로운기호인 ψk = b(k)− b(k + 1), k = 1, . . . ,m− 1로다시표현하면,

H : ψ1 = · · · = ψm−1 = 0

이된다.

이가설에대한검정통계량으로서 Wald 검정통계량 Tn은다음과같다.

Tn = nψ̂′
[
CΓ̂−1C′

]−1

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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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 =


ψ̂1

...

ψ̂m−1

 =


b̂(1)− b̂(2)

...

b̂(m− 1)− b̂(m)

 : (m− 1)×벡터,

C =


I −I 0 · · · 0

I 0 −I · · · 0
...

...
...

. . .
...

I 0 0 · · · −I

 : (m− 1)×m행렬,

Γ = −n−1

(
∂2L

∂ψr∂ψs

)
, r, s = 1, 2, . . . , k,

여기서 Γ̂은 Γ에 ψ들의최우추정치를대입함으로서얻을수있다.

m개의시계열이서로독립이므로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다.

L


[b̂(1)− b(1)]

...

[b̂(m− 1)− b(m)]

→ N
(
0,Γ−1) . (3.1)

위 식을 이용하면 귀무가설 H하에서 Tn의 극한분포는 자유도가 (m − 1)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름을 알

수있고, 유의수준 α에서의기각역은다음과같다.

Tn ≥ χ2
(m−1)(α). (3.2)

동질성 검정이 기각되지 않으면 m개 시계열자료의 평균값을 계산, 한 개의 시계열로 종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것이타당하다.

4. 실증연구

4.1. 자료 소개

본논문에서는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수집한 16개시도의 2001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한국의월
별 Mumps(유행성 이하선염)자료를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로 재분류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연속형 자료가 아닌 빈도자료로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변수로 고려

될 수 있으나 각 도별 모집단 전체 인구에 비해 걸린 환자수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포아송 분
포의정규근사는타당하다. 이에평균과표준편차를계산해자료를표준화하였다.

다음 Table 4.1은 우리나라 8도에 관한 Mumps 시계열자료의 일부로 본 논문에 사용되는 자료의 구조
는각계열(series)의크기가 96이고패널의수가 8개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 8도에 대한 원 시계열도를 각각 그려보면 Figure 4.1, Figure 4.2와 같다. 각 지역의 원 시계

열도가 시간에 따라 추세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자기상관함수(ACF)를 검토하고 단위근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원 자료가 12개월 주기의 계절성을 보여 분산을 안정화 시킨 후 12차 차분을 하여 정상성을 만

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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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tructure of Korea Mumps Panel data

2001.1 2001.2 2001.3 · · · 2008.12

경기(GG) 88 32 85 · · · 310

강원(GW) 3 4 3 · · · 9

충북(CB) 0 0 0 · · · 15

충남(CN) 2 0 11 · · · 3

전북(JB) 18 5 11 · · · 1

전남(JN) 21 16 7 · · · 5

경북(GB) 16 1 10 · · · 26

경남(GN) 3 2 8 · · · 31

Figure 4.1. Time series plot of Korea 8do Mumps data

다음 Table 4.2는 확률적 추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위근 검정의 결과이다. 8개 변수 모두 유의수

준 1%에서 유의하므로 12차 차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계열 정상화를 위해 분산 안정화 변환 후

12차차분을하였고, 12차차분후의단위근검정에서는유의수준 1%에서단위근은존재하지않아정상
시계열이되었음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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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ime series plot of Korea 8do Mumps data

Table 4.2. Unit root test

GG GW CB CN JB JN GB GN

Tau 1.948 −2.256 −2.908 −2.970 −3.052 −2.246 −1.873 −3.089

p-value 0.309 0.188 0.049 0.042 0.035 0.192 0.343 0.031

4.2. 동질성 검정

다음의가설에대해우리나라 8도 Mumps자료의동질성검정을수행하였다.

H0 : b(1) = · · · = b(8),

H1 : 적어도하나는다르다.

다음의 Table 4.3은 SAS/IML을 이용하여 각 지역에 대한 BL(0, 0, 1, 1) 모형의 8개 모수의 추정값과

동질성검정을위한 Wald 통계량 Tn = nψ̂′[CΓ̂−1C′]−1ψ̂이다.

위의 Table 4.3을 보면 유의수준 5%에서의 기각역에 대해 Tn ≤ χ2
(k−1)p(α)를 만족하므로 지역별로 중

선형 시계열 모형의 모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8도에 대한 Mumps

발명모형은동질성을만족한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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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Parameter estimates and Wald test statistics

ˆb(k) Wald 통계량 기각역

GG −0.0864

4.0798 14.0671

GW −0.1068

CB −0.1157

CN −0.1156

JB −0.0957

JN 0.0635

GB 0.0671

GN 0.0611

Table 4.4. Comparison of SSE

개별모형 패널모형

GG 1.9613 1.9385

GW 5.2142 3.6640

CB 3.8479 2.2869

CN 2.9936 2.0957

JB 2.3207 1.6398

JN 0.8807 1.8805

GB 2.0871 3.2451

GN 1.0739 2.3991

SSE 20.3794 19.1496

다음의 Table 4.4는 각 지역들의 Mumps 발병을 각각의 중선형모형으로 예측한 값과 귀무가설 하에
서 종합(pooling)한 패널 중선형모형으로 예측한 값을 실제값과 비교하여 예측오차를 구한 표이다. 즉,

êt(l) = Xt+l − X̂t(l)을 구하였고, 여기에서 Xt+l은 t+ l시점에서 실제값이며 X̂t(l)은 l시차 후의 예측

값으로그차이가예측오차(prediction error)가된다. 여기에서는예측력비교를위해오차제곱합(Sum

of Squared Error; SSE)을이용하여비교하였다.

SSE =

m∑
k=1

n∑
t=1

êt,k(l).

Table 4.4를보면개별모형에서의예측오차값보다패널모형으로종합(pooling)한모형으로예측하였을

때더좋은결과를얻을수있음을알수있다. 즉, 동질성을만족하는시계열은패널모형으로자료를처

리하는것이모수축약에충실할뿐만아니라보다좋은예측값을얻을수있다.

5. 결론

시계열 모형에서 모수의 수가 많으면 모수추정에 따르는 오차가 커지게 되므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데

여러 시계열자료들에 대해 동질성이 만족되면 모수를 축약할 수 있고, 더 좋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선형 패널 시계열자료의 동질성검정을 위하여 Wald 통계량을 제안하였고, 그 극한분
포가 정상성과 에르고딕 조건하에서 분포를 따름을 보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중선형 시계열자료의 동질

성 검정을 위해 우리나라 8도 Mumps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8개 지역의 발병 추이가 같음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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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널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모수축약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적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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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동질성 검정통계량과 극한 분포를 이끌어내며, 실증분석으로 우리나라 8도의 Mumps 패널자료를 이용해 8개

지역의발병추이에대한동질성검정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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