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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frequency time series are now prevalent in financial data. However, model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to suit high frequency time series that account for intraday volatilities since traditional volatility models such

as ARCH and GARCH are concerned only with daily volatilities. Due to Hörmann et al. (2013), functional

ARCH abbreviated as fARCH is proposed to analyze intraday volatilities based on high frequency time series.

This article introduces fARCH to readers that illustrate intraday volatility configuration on the KOSPI and

the Hyundai motor company based on the data with one minute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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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변동성(volatility, 조건부 분산)을 모델링하는 것은 금융시계열분석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대부분

의변동성모델링은 Engle (1982)의 ARCH 모형, Bollerslev (1986)의 GARCH 모형등다양한조건부

이분산성 모형을 설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모형 기반(model based)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ARCH

모형과 GARCH 모형은 대표적인 변동성 모형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이 모형들에 기초
한다양한변형모형들이금융시계열분석에서이론과응용면에서주요한역할을하고있다.

최근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법의 발달로 세분화된 금융시계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대표

적인 예로 고빈도 자료(high-frequency data)가 있다. 고빈도 자료로 관측되는 일중 관측값(intraday

observation)을 이용한 변동성 추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별 종가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모형 기반 방법과는 달리 매 분 단위로 관측된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현변동
성(realized volatility; RV)을 계산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익률의 조건부 분

산에 대한 특별한 모형을 가정하지 않고 고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부 분산을 추정하는 일종의 자

료 기반(data based) 방법이다. 고빈도 자료를 이용한 변동성 추정에 대해서는 Anderson 등 (2003),

Martens (2002), Yoon과 Hwang (2015)을참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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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모델링에 있어 고빈도 자료를 이용한 함수적 데이터 분석(functional data analysis)으로 접근
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측정된 고빈도 자료는 1분 간격으로 그 시간에서의 값이 얼마인지 관측한 자
료인데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curve)의 형태로 표현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곡선을 개별적인 관측값이 연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함수(function)라고 볼 때 이

러한 자료를 함수적 데이터(functional data)라고 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함수적 데이

터 분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함수적 접근은 지금까지는 함수적 시계열이 등분산(homoskedastic)인 경

우에 대해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고빈도 변동성 자료(high-frequency volatility data)의 분

석과 관련되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시계열에서 함수적 데이터 분석은 변동성을 모델링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함수적 데이터 분석은 관측값의 연속적
인 흐름(continuous flow)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함수적 데이터 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Ramsay와 Silvermann (2005) 등을참고하기바란다.

Engle (1982)의 ARCH 모형과 같이 이분산(heteroskedastic) 자료에서 함수적 데이터 분석 접근을 위
한 functional heteroskedastic framework에 대한 연구는 Hörmann 등 (2013)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Hörmann은 fARCH(1) 모형을 소개하고 이 모형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이

어 Aue 등 (2017)은 fARCH(1) 모형을확장한 fGARCH(1, 1) 모형에대해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분산성 모형의 함수적 버전인 fARCH(1) 모형, fGARCH(1, 1) 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고빈도자료에적용한결과를제시하였다.

2. fARCH(1) 모형과 fGARCH(1, 1) 모형

함수적 시계열 모형 중 가장 잘 알려진 모형은 autoregressive hilbertian process (ARH(1)) (Brock-

well과 Davis, 1991) 모형으로 AR(1) 모형의 확장이다. 이 모형은 활용 면에서 비선형 모형을 나타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Hörmann 등 (2013)은 함수적 이분산성 모형의 framework를 정립하고

functional ARCH (fARCH) 모형을제안하였다. fARCH(1)은 Engle (1982)의 ARCH(1) 모형을함수

적 접근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ARCH(1) 모형이 상수와 과거 수익률의 제곱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

지는 것과 같이 fARCH(1) 모형에서도 과거 수익률의 제곱들과 그것의 변동성 함수와의 함수적 선형결
합(functional linear combination) 형태로현재관측값의변동성함수를나타내고자하였다.

일반적인 GARCH 타입의 모형들이 일일 수익률, 주중 수익률, 또는 더 긴 주기의 수익률과 같이 비교
적 장기적인 주기의 분석에 적용되었던 반면 fARCH 모형과 같은 함수적 이분산성 모형은 조밀한 시간

간격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중 수익률의 연속적인 흐름(continuous flow)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RV와 비교했을 때 해당되는 날의 수익률만 이용
하여 구하는 RV와 달리 fARCH 모형에서는 그 전까지의 데이터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변동성을 추
정한다는점에서데이터활용도가높다는장점이있다.

2.1. fARCH(1) 모형

fARCH을 정의하기 위한 함수적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1일부터 T일까지의 일간 로그
수익률(daily log return)을 {yk, 1 ≤ k ≤ T}로 나타내었다면, 함수적 데이터에서는 새로운 변수 t를 고

려하여 {yk(t), 1 ≤ k ≤ T, 0 ≤ t ≤ S}로 나타낸다. 특정일을 나타내는 k와 시간을 나타내는 t를 함께

사용하여 k일 중 시간 t에서의 함수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빈도 자료에서 적절한 시간 간격 h를 잡

아일중로그수익률을계산할수있으며보통 5분간격으로계산한다. 최근에 Jin 등 (2017)은국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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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주가 시계열의 실현변동성을 계산할 때 최적의 시간간격 결정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중 시간

을나타낼때는 S = 1이라고가정하여구간 [0, 1]이하나의거래일을나타낼수있도록조정하여이용한

다.

함수적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함수공간을 정의해야 한다. 함수공간 F는 정의역이 [0, 1]이고 실

수 값을 갖는 함수들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함수공간(generic function space)이다. 함수공간 F의 예

는 L2([0, 1])이며 이는 힐버트 공간(Hilbert space) H = L2([0, 1])이 된다. 다른 중요한 함수공간은

F = C[0, 1]이며 이 공간은 폐구간 [0, 1]에서 sup-norm ∥x∥inf = supt∈[0,1] |x(t)|인 연속함수들로 이루
어진 공간이다. F+는 함수공간 F에서 음수가 아닌 함수(non-negative functions)들의 집합을 나타낸

다 (Aue, 2017).

함수공간 F에서 정의된 랜덤 함수(random function)의 수열 {yk(t), k ∈ Z, t ∈ [0, 1]}가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경우 F에서의 fARCH(1)이라부른다.

yk = σkϵk

σ2
k = δ + β(y2k−1),

여기서 {ϵk}은 F에 있는 iid random function의 수열이며 β : F+ → F+는 비음 함수에서 비음

함수로 대응시켜주는 연산자(operator)이며 δ ∈ F+로 음이 아닌 함수이다. 조건부 분산인 σ2
k은 과

거 모든 관측값들의 (일중)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위 모형식에서 기호들은 F에 속한 함수이므로

yk(t), σk(t), ϵk(t), δ(t), β(y
2
k−1(t)), t ∈ [0, 1]임을 의미한다. 위의 식을 만족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떤 함수공간 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화된 함수공간 F와 연산자

β에 대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Hörmann 등 (2013)은 fARCH(1) 모형에서 강정상 솔루션(strictly

stationary solution)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하며자세한이론적증명은 Hörmann 등 (2013)을참고하기바란다.

먼저 함수공간 F가 힐버트 공간 F = H = L2([0, 1])인 경우에 강정상 솔루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조

건을살펴보겠다.

연산자 β를 다음과 같이 정의된 (bounded) 커널 연산자로 가정한다. 적분구간은 모두 [0, 1]의 단일구
간이며,

∫
은
∫ 1

0
을의미한다.

β(x)(t) =

∫
β(t, s)x(s)ds, x ∈ H.

다음의 Hilbert-Schmidt norm, ∥β∥2S =
∫∫

β2(t, s)dsdt이 유한이므로 연산자 β도 유계(boundedness)

함이 보장된다. {yk}가 위와 같이 정의되고 연산자 β도 유계하다는 가정 하에 K(ϵ21) = (
∫∫

β2(t, s)

ϵ41(s)dsdt)
1/2을 정의한다. E{K(ϵ21)}α < 1을 만족하는 α > 0이 존재한다면 fARCH(1) process가

H에서 유일한(unique) 강정상 솔루션을 갖게 된다. 또한 측도가능한 함수(measurable function) g가

존재해서 σ2
i = g(ϵi−1, ϵi−2,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한한 차원의 벡터 공간에서는 모든 norm들

이 동일하지만 함수적 무한 차원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 fARCH의 솔루션이 존재하

는지여부는어떤공간을선택하느냐와 norm이어떻게정의되는지에의존하게된다.

다른 중요한 함수공간 C[0, 1]에서의 정의된 fARCH process인 경우 강정상 솔루션이 존재하기 위한 충

분조건은다음과같다 (Hörmann 등, 2013) : {yk}를 F = C[0, 1]에서의 fARCH(1)이라하고 H(ϵ21) =

sup0≤t≤1

∫
β(t, s)ϵ21(s)ds를 정의하면 E{H(ϵ21)}α < 1을 만족하는 α > 0이 존재할 때 fARCH(1) pro-

cess가 F = C[0, 1]에서유일한강정상솔루션을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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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GARCH(1, 1) 모형

앞의 fARCH(1)과마찬가지로함수공간 F에서정의된랜덤함수(random function)의수열 {yk(t), i ∈
Z, t ∈ [0, 1]}가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경우 F에서의 functional GARCH(1, 1), 줄여서 fGARCH(1, 1)

모형이라부른다.

yk = σkϵk,

σ2
k = δ + α

(
y2k−1

)
+ β

(
σ2
k−1

)
.

fARCH(1)에서와 마찬가지로 {ϵi}은 iid random function의 수열이고 δ는 음이 아닌 함수이다. α와

β는 음수가 아닌 함수에서 음수가 아닌 함수로 대응시켜주는 적분 연산자이다. α와 β를 t ∈ [0, 1]에서

α(x)(t) =
∫
α(t, s)x(s)ds이고 β(x)(t) =

∫
β(t, s)x(s)ds이며 x는 L2[0, 1]에서의 원소라 하면, 적분 커

널(integral kernel)함수 α(s, t)와 β(s, t)는 힐버트 공간 L2[0, 1]의 원소이며 유계인(bounded) 선형연

산자이다 (Aue 등, 2017).

fGARCH(1, 1)의 수식을 보면 두 개의 시간 변수가 등장한다. k는 통상적인 거래일(trading day)을

나타낸다. 두 번째 시간 변수 t는 [0,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중 거래시간을 나타낸다. Bollerslev

(1986)의 GARCH 모형이 그렇듯이, fGARCH(1, 1) 모형이 fARCH(1) 모형보다 함수적 변동성을 모

델링하는데있어더유연한결과를제공한다.

두 개의 유용한 함수공간, L2 = L2[0, 1]와 C[0, 1]에서 강정상 솔루션을 갖기 위한 조건 등 fGARCH

(1, 1) 모형에대한자세한내용은 Aue 등 (2017)을참고하기바란다.

2.3. fARCH(1) 모형 추정

간단한 모형인 fARCH(1) 모형에서 함수 δ와 연산자 β의 추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함수공간이 힐버트

공간, 즉 F = H이고 β가 β(x)(t) =
∫
β(t, s)x(s)ds, x ∈ H로 주어진 경우를 다루겠다. fARCH(1) 모

형에서모수를추정하는것은 ARH(1) 모형에서자기상관연산자를추정하는것과관계가있다.

연산자 β가 ∥β∥S < 1라 가정하고 ARH(1) 모형에서 약정상성을 만족하는 솔루션 형태로 만든 후 추

정과정을 거친다. ARH(1) 모형에서 자기상관 연산자 대신 공분산 연산자와 교차 공분산 연산자를 이
용하며, 이것들의 고유값과 고유함수(eigenfunction)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자세한 추론 과정과 이론적

인 배경은 Hörmann 등 (2013)을 참고하기 바라며 본 절에서는 주요한 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한한 표본을 이용하는 실증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한표본 버전으로 확장한 형태의 공분산 연산자

와교차공분산연산자를이용한다.

Ĉ(y) =
1

N

N∑
k=1

⟨Zk, y⟩Zk, y ∈ H,

Ĉ1(y) =
1

N

N∑
k=1

⟨Zk, y⟩Zk+1, y ∈ H,

여기서 N은총자료일수이며, 위의두식을이용하여연산자 β는다음과같이추정한다.

β̂(y;K) = πKĈ1Ĉ
−1(y;K),

Ĉ−1(y;K) =
K∑

j=1

λ̂−1
j ⟨êj , y⟩ ê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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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Plot of β̂(t, s): KOSPI (left) and Hyundai Motor (right).

여기서 (λ̂j , êj)는 큰 값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고유값과 대응되는 Ĉ의 고유함수이다. 이를 바탕으

로추정하고자하는 β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β̂(t, s;K) =
1

N − 1

N−1∑
k=1

K∑
j=1

K∑
i=1

λ̂−1
j ⟨Zk, êj⟩ ⟨Zk+1, êi⟩ êj(s)êi(t),

여기서 K는 추정 시 이용하는 고유함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산자 β에 대한 추정

량 β̂을얻은후 δ 추정량은다음과같이구한다.

δ̂ = m̂2 − β̂(m̂2),

여기서 m̂2 = (1/N)
∑N

k=1 y
2
k임을이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β와 δ를 추정한다. 추정 시 필요한 공분산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함수는 R의 fda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추정 시 이용하는 고유함수의 개수 K는 분석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유한의 표본인 경우 K = 2, 3, 4인 경우가 최상의 결과를 제공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Didericksen 등,

2010). 또한작은 K값은계산을더적게할뿐만아니라편향(bias)과분산(variance)사이의균형을유
지하는면에서도더유리하다고알려져있다. 다음절의실증분석에서는 K = 2를선택하였다.

3. 실증 분석 예제: KOSPI와 현대차 고빈도 자료

본 절에서는 국내 금융시계열 자료에 fARCH(1)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예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Hörmann 등 (2013)의저자중한명인 Ron Reeder 교수께서저희들에게제공해준 R코드

를국내자료에맞게수정/조정하여수행했음을밝혀두는바이다.

KOSPI와 KOSPI의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현대차 고빈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0년 1월 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349일의 자료이며 개장시간 동안 1분 간격으로 조사된 고빈도 자료를 이용하였

다. Pk(t)를 k일의 시간 t에서의 주가라고 하면 yk(t) = logPk(t) − logPk(t − h)로 하고 시간 간격을
다르게 하여 로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 = 5로 하여 5분 간격 로그 수익률을 계산
하여이용하였다. 로그수익률의변동성은 σ2

k(t) = Var(yk(t)|Fk−1)로나타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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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Plot of δ̂(t): KOSPI (left) and Hyundai Motor (right).

Figure 3.3. Intraday volatility (solid line) and squared return (dotted line) for four consecutive days for high

frequency KOSPI.

Figure 3.1에서 Figure 3.2는 KOSPI, 현대차 자료에 대해 fARCH(1) 모형의 연산자 β(t, s)와 함수

δ(t)를 추정한 결과이다. 유한한 표본에 해당하는 각 자료에서 추정 시 이용하는 고유함수의 개수를

K = 2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한 결과를 β̂(t, s),δ̂(t)로 나타냈다. Figure 3.1에서 굴곡의 차이는 있
지만 두자료에서 비슷한움직임을보이는것을발견할 수 있으며 Figure 3.2에서도 유사한형태의 흐름

을볼수있다. 또한두그림에서모두 t가 0 또는 1에가까울때 β̂(t, s)과 δ̂(t)의값들이다소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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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Intraday volatility (solid line) and squared return (dotted line) for four consecutive days for high

frequency Hyundai Motor company.

실제로 개장시간과 폐장시간 근처에서 변동성이 큰 경향을 보임이 여러 연구에서 알려진 바 있다 (Aue

등, 2017). KOSPI와 현대차 결과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
이는것을볼수있는데같은시장내에있기때문이라생각된다.

Figure 3.3은 KOSPI의 2014년 2월 24일부터 4일동안의로그수익률제곱의변화(점선)와 fARCH(1)

모형을 통해 추정한 변동성(실선)이다. Figure 3.4는 현대차의 2014년 2월 25일부터 4일 동안의 로그
수익률 제곱의 변화(점선)와 fARCH(1) 모형을 통해 추정한 변동성(실선)이다. 하나의 그래프가 하루
중의 변동성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루를 0부터 1까지로 보고 일중 로그 수익률의 변동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 시점까지 누적되어 있는 과거값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실제 수

익률의 변화를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fARCH(1)을 이용하여 일중의 다이나믹한

변동성그래프를얻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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