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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우송정보대학 컴퓨터정보과

A Study on the Test of Homogeneity for Nonlinear Time Series Panel 
Data Using Bilinear Models 

Inkyu Kim

Dept. of Computer & Information, Woosong Information College

요 약  시계열 모형에서 모수의 수가 많으면 모수추정에 따르는 오차가 커지게 되므로 예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다. 만약 여러개의 시계열 자료들이 동일한 모형에서부터 얻어졌다고 하는 동질성 가설이 채택되면 모수축약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다. 비선형 시계열 패널 자료는 각각의 시계열마다 모수들이 있기 때문
에 매우 많은 모수가 존재하게되고, 모수의 수가 많으면 모수추정에 따르는 오차가 커지게 되어 예측의 정확도가 떨
어지게 된다. 패널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여러 시계열들의 동질성이 만족되면 시계열을 종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검정할 수 있다. m개의 독립적인 비선형 시계열 패널 자료의 동질성 검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대한 정상성 조건을 구하였고, 동질성 검정통계량을 유도했으며, 구한 검정 통계량의 극한분포가   분포를 
따르는 것을 보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비선형 시계열 자료중 중선형 시계열 모형의 동질성 검정을 하고, 실제 
우리나라 주식자료를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비선형 시계열 패널 자료의 동질성 검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주제어 : 비선형 시계열 패널 자료, 동질성 검정, 검정통계량, 주식자료, 모수추정

Abstract  When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e time series model are diverse, it is hard to forecast because 
of the increasing error by a parameter estimation. If the homogeneity hypothesis which was obtained from the 
same model about severeal data for the time series is selected, it is easy to get the predictive value better. 
Nonlinear time-series panel data for each parameter for each time series, since there are so many parameters 
that are present, and the large number of parameters according to the parameter estimation error increases the 
accuracy of the forecast deteriorated. Panel present in the time series of multiple independent homogeneity is 
satisfied by a comprehensive time series to estimate and to test of the parameters. For studying about the 
homogeneity test for the m independent non-linear of the time series panel data, it needs to set the model and 
to make the normal conditions for the model, and to derive the homogeneity test statistic. Finally, it shows to 
obtain the limit distribution according to  distribution. In actual analysis,, we can examine the result for the 
homogeneity test about nonlinear time series panel data which are 2 groups of stock pr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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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형 시계열 모형들은 실제 시계열 자료들에 매우 잘 

합 될 뿐만 아니라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형 시계열 모형들은 강한 

비 칭을 나타내는 자료들이나 는 시간을 역행할 수 

없는 자료들에 해서는 념 으로 당하지 않다고 알

려져 있다(Tong(1990))[1]. 여러 분야에서 얻어지는 다양

한 시계열 자료의 일반 인 도약 상(jump phenomena)

과 한계순환(limit cycles)같은 것들은 선형 시계열 모형

으로는 잘 설명되어 질 수 없어서 이러한 선형 시계열 모

형들의 제한들과 비선형 시계열 모형들의 이 들을 이용

한 비선형 시계열 모형들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비선형 모형을 이용한 측에 한 연구는 여

히 미흡한 편이다.

여러 개의 독립 인 시계열로 구성된 시계열 패 자

료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를 들

어, 여러 명의 압을 여러 시 에서 걸쳐 기록하는 경우

에 개인별 자료는 서로 독립이라 할 수 있고, 각 개인의 

압 기록은 종속 구조를 가진 시계열 자료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이 때에 m개의 독립 인 시계열 모형이 생기는

데,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때 먼  시계열 동질성 검정을

하여 가능하면 m개 시계열을 종합(pooling)하여 연 된 

모수를 추정하고 검정하는 차를 밟는다.

시계열 모형의 모수축약의 원칙은 매우 요하다. 모

수의 수가 많으면 모수추정에 따르는 오차가 커지게 되

므로 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만약 여러개의 시계

열 자료들이 동일한 모형에서부터 얻어졌다고 하는 동질

성 가설이 채택되면 모수축약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측값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목 은 비선형 시계열 

자료  선형 시계열모형의 동질성 검정을하고, 실제 

패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Anderson(1978)의 연구에서는 의사가 여러 환자의 

압을 여러 날 동안 측정하여 이 환자들의 압 간에 동질

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2], Lee(1993)는 계 성 시

계열 패  자료에 한 동질성 검정을 연구하 다[3]. 

Pham과 Tran(1981)은 선형 모형의 모수들에 한 수

정된 최소제곱 추정량들을 구하 고, 그것들은 강한 일

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근 인 정

규성(asymptotic normality)같은 추정량들의 분포 인 

성질에 해서는 언 하지 않았다[4]. Gaber(2008)의 연

구에서는 선형 시계열 모형은 선형 모형과 백색 잡음

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일반 선형 모형에

서도 사용 할 수있다고 하 으며[5], Abdelouahab B.와, 

Abdelhakim A.(2010)은 강한 일 성과 Yule-Walker 추

정의 근 정상뿐만 아니라 Wald의 차를 통해 가설검

정을 얻을수 있다고 하 다[6]. Iheanyi S.와 Iwueze, 

Ohakwe Johnson(2011)의 연구에서는 제곱의 시계열 특

성은 보통 시계열 모형의 선형 이동 평균 시계열 모형의 

특성과 비교됨을 보여 주었고[7], E. H. Etuk 와 I. A. 

Iwok(2012)는 AR 과정에 한 N-차원 벡터의 일반 인 

경우에 한 행렬을 공식화 한 후 화이트 노이즈 제로 지

연의 특별한 경우를 연구하 다[8].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배

경  목 에 하여 설명을 하 고, 기존에 연구되어 왔

던 문헌들을 알아보았다. 제 2장에서는 비선형 시계열 자

료  선형 시계열 모형(Bilinear Time Series Model)에 

하여 알아보았고, m개의 독립 인 비선형 시계열 패  

자료의 동질성 검정을 알아보기 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한 추정 방법을 알아보았고, 동질성 검정통

계량을 유도했으며, 구한 검정통계량의 극한분포를 알아 

보았다. 제 3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실제 우리나라 8

개도 Mumps(항아리 손님)자료를 이용하여 선형 패  

시계열 모형의 동질성 검정을 하 다.

2. 중선형 모형

2.1 BL(Bilinear)모형

선형 시계열 모형은 경제학, 생물학, 의약학, 융 

 재정에 잘 합 된다. Granger와 Anderson(1978)이 

처음 고안하 으며, 이산(discrete) 시간과정 ( )∈은 
다음과 같이 선형 모형 BL(p,q,r,s)으로 정의된다.

  
 



  
 



  





 



    (2.1)

여기에서, (  ≤  ≤ ), (  ≤  ≤ ) 그리고 

(  ≤ ≤   ≤ ≤  )는 이 모형의 계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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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iid한 Gaussian 과정

을 따른다.

선형 시계열 모형의 동질성 검정은 수리 으로 간

단한 BL(0,0,1,1)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할 것이다. 이 모형

은 순수 각(pure diagonal) 선형 과정인 BL(0,0,p,p)모

형에서 p=1인 경우이므로 순수 각 선형 모형에 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다음 식은 간단한 수리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BL(0,0,p,p)인 순수 각(pure diagonal) 선형과정이다.

  
 



       (2.2)

여기에서,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iid한 

Gaussian 과정을 따른다. 

Liu(1990)은 식(2,1)에 한 일반 선형 모형하에서의 

가역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 다[9].


 




     (2.3)

2.2 BL모형의 동질성검정

2.2.1 모형설정

{     }을 k번째 상의 

t시  자료라고 하고, 선형 모형의 완 한 

BL(p,q,r,s)의 패 모형은 다음과 같다.











  









       (2.4)

의 모형에서 {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iid확률변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

한 순수 각(Pure Diagonal) 선형 모형인 BL(0,0,p,p)

모형을 아래와 같이 고려해본다.

   
 



       (2.5)

2.2.2 추정방법

BL(0,0,p,p)모형에서의 모수    라

고 하자. 최 우도 방법에 의하여 모수 의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2.6)

그리고 

            이므

로     가 된다.

   라고 하면, 의 로그우도함수

(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2.7)

의 식(2.7)에서          과 

        
 은 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2.2.3 검정방법

BL(0,0,p,p)에서 p=1인 경우, 즉 BL(0,0,1,1)모형을 고

려해 본다.

            (2.8)

여기에서 m개의 시계열 동질성검정에 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2.9)

<Wald statistic>

의 동질성 가설에서 새로운 기호인 

       으로 가설을 

다시 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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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이 된다.

이 가설에 한 검정 통계량으로써 Wald 검정통계량 

Qn은 다음과 같다.

  ′  ′                       (2.11)

여기에서,

 




⋮
 





 





⋮







 ×벡터

그리고
 



  ⋯
 ⋯
⋮ ⋮ ⋮
 ⋯





 ×행렬

2.2.4 극한분포

귀무가설 H하에서 Tn의 극한분포는 자유도가 

(m-1)p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유의수  

에서의 기각역은 다음과 같다.

{ ≥   
 }                       (2.12)

동질성 검정이 기각되지 않으면 m개 시계열자료를 종

합하여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모의검정력 계산

식(2.11)에서 제안된 검정통계량 의 검정력을 모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논의의 간편성을 해 

(m=2)개의 독립 인 시계열로 구성된 자료로서 각 시계

열은 정상 일차 선형 모형을 따르도록 하 다(p=1). 길

이 n=500인 독립 인 두 개의 모의 시계열 자료를 생성

시켜 모수를 구하 다. 이제 검정 통계량 은 다음과 

같다.

 ′ ′               (2.13)

모의실험결과 1000번  유의수  α=0.05인  
  = 

3.843을 넘는 비율을 계산하여 <Table.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δ


0 0.01 0.03 0.05 0.07 0.1 0.2 0.3 0.4 0.5 0.6 0.7

0 5.3 5.6 7.4 12.5 19.6 32.9 89.7 100 100 100 100 100

0.05 5.2 7.5 8.6 14.7 20.3 33.2 86.8 99.7 100 100 100 100

0.1 5.4 8.3 11.6 16.1 20.9 36.2 87.2 100 100 100 100 100

<Table 1> Simulation statistical power(%) :
  = 0,   

<Table 1>으로부터  우리는 δ값이 커질수록 검정력

이 매우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α=0.05에서 δ=0

인 경우 유의수 의 값이 σ 2이 커질수록 약간 커짐을 

알 수 있었고,  이 유의수 값은 아주 만족할 만한 값이

라고 할 수 있다. m개의 독립 인 비선형 시계열로 구성

된 패 자료의 동질성 검정을 하기 하여 Wald통계량

을 제안하 고, 그 극한분포가 분포에 따름을 보 으

며, 모의실험을 통하여 검정력이 만족할 만하 다. 따라

서 주가 수익률 자료와 같은 패 자료의 분석시 먼  m

개의 시계열의 동질성검정을 본 논문의 검정법을 이용하

여 수행하여, 가능하면 m개의 시계열을 종합(pooling)하

여 연 된 모수를 추정하면 모수축약의 원칙에 충실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증 분석

3.1 자료 소개

IMF 이 의 우리나라 주식자료를 2개의 집단으로 나

어 비선형 시계열 패  자료의 동질성 검정에 한 분

석을 하 다. 첫 번째 집단은 우증권, 신증권, 삼성증

권, 증권, LG증권의 1996년 1월 3일부터 1996년 12월 

27일까지 각각의 293일에 한 주식값의 1일 주가 변동

율어제종가
오늘종가  어제종가 에 한 5개 증권회사

의 자료이고, 두 번째 집단은 삼성물산,  종합무역상

사, SK상사, (주) 우, LG상사의 1996년 1월 3일부터 

1996년 12월 27일까지 각각의 293일에 한 주식값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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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가 변동율에 한 5개 종합무역상사의 자료이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각 계열(series)의 개수가 293개

이고, 패 의 수는 5개인 자료이다. 

3.2 동질성 검정

1일 주가 변동율의 동질성 검정에 한 귀무가설은 

   ⋯      ⋯  

이고, 립가설은 

 적어도 하나는다르다
이다. Wald 통계량   ′ ′   을 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5개 증권회사에 한 결과이고, 

는  5개 종합무역상사에 한 결과이다. 이 값은 

유의 수    에서 둘다 동질성 귀무가설을 기

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5개 증권회사 주식들과  5개 종

합무역 상사 주식들 각각에 한 모형은 동질성을 갖는

다고 얘기 할 수 있다. 아래의 [Fig. 1]과  [Fig. 2]는 각각 

5개 증권회사와  5개 종합무역상사의 1일 주가변동률에 

한 자료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원래 자료는 n=293

인데, 모든 자료를 그래 로 나타내면 자료가 무 많아 

동질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처음 50개의 자료만 가지고 

그래 로 나타냈다. 이 그림들을 보고 우리는 5개 증권회

사와  5개 종합무역상사의 각각의 1일 주가변동률은 서

로 동질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증권회사의 1일 주가변동률에 

한 동질성이 5개 종합무역상사의 1일 주가 변동률에 

한 동질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5개 증

권회사의 1일 주가 변동률에 한 Wald 통계량 값

(0.011404)이 5개 종합무역상사의 1일 주가 변동률에 

한 Wald 통계량 값(0.006699)보다 크기 때문에 5개 증권

회사의 1일 주가 변동률에 한 동질성이 더 강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증권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거

래량에 따라서 수익이 좌우되는데, 주식시장의 침체 장

세에서는 모든 증권회사의 주가가 같이 하락하고, 활황 

장세에서는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5개 증권회사의 1일 

주가 수익률에 한 동질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종합무역상사의 주가 수익률은 증권회사의 주가 수

익률보다는 동질성이 조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를 

들면,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

( 종합무역상사, 삼성물산, LG상사)들은 매출이 늘어 

주가가 상승하지만, 그에 비해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회사((주) 우, SK상사)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

보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Fig. 1] The volat ility ratio of stock price of 5 
securities companies for 50 days 

[Fig. 2] The volatility ratio of stock price of 5 
general trading companies for 50 days

4. 결론

모수의 수가 많으면 모수추정에 따르는 오차가 커지

게 되므로 측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만약 여러 개

의 시계열자료들이 동일한 모형에서부터 얻어졌다고 하

는 동질성 가설이 채택되면 모수축약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측 값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개의 독립 인 비선

형 시계열로 구성된 패 자료의 동질성검정을 하기 하

여 Wald통계량을 제안하 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계수

들의 동질성이 만족되었음을 보 다. 선형 시계열자료

의 동질성 검정을 해 우리나라 주식자료를 2개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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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 어 비선형 시계열 패  자료의 동질성 검정에 

한 분석을 한 결과 각각에 한 모형은 동질성을 갖는

다는 것을 증명하 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시계열 패 자료에 한 동질

성 검정은 각 패  간에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동

질성검정을 하 으나, 각 패 간에 독립이 아닌 경우 즉, 

각 패 간에 서로 상 계(correlation)가 존재하는 경우

의 동질성검정에 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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