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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timating function method was proposed by Godambe(1985) for 
parameter estimation under unknown distributions for errors in the 
models. Threshold Autoregressive Heteroscedastic (Threshold-ARCH)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Zakoian(1994) and Li and Li(1996) for 
explaining the asymmetric properties in the financial time series data. In 
this paper, we apply the estimating function method to the Threshold- 
ARCH model and show that the proposed estimators perform better than 
the MLE under the heavy-tailed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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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시계열 모형 이론에서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시간에 관계없이 분산

이 일정하다는 등 분산 가정 모형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제자료들을 사용할 

경우 안정적인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동시에  분산 역시 시간에 따라 변동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Engle(1982)이 잔차의 이분산성을 고려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비선형 시계열 모형

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의 잔차항에 대

한 가정이 대부분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었으나 Engle and Gonzalez-Rivera (1991)

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잔차항의 정확한 분포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ARCH모

형 형태에 정규성을 가정한 ML 추정법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효율성의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특히나 잔차항이 비대칭적인 분포이거나 첨도수치가 3보다 상당히 큰 분포

를 따를 경우 그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료의 기저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 일반적으로 준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Li and Turtle(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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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mbe(1985, 1991)가 제안한 준모수적인 방법인  Estimating Function(EF)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정규분포가 아니 경우에 있어 추정치의 MSE(Mean Squared Error)

를 줄여줄 수 있는 결과를  ARCH 모델에 대해 보 다. EF추정방법은 점근적 정규성

을 가정한 ML추정법과 같이 대규모 표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소표본에도 적용가능하

다는 장점과 잔차항의 분포가 비정규분포인 경우 Engle and Gonzalez-Rivera (1991)

가 제안한 준모수적 추정치에 비해 효율성이 더 증대된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선형 시계열 모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ARCH, GARCH

의 모형은 오차항에 대해 제곱 합들의 합을 이용하여 표현하 기 때문에 양(positive)

의 값으로만 나타내었다. 즉, 변동의 양(positive)과 음(negative)크기의 상이함을 인정

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Engle과 Bollerslev의 모형은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호황일 때 보다 불황일 때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

다. 실물 경제상황의 이해와 적용측면에서 잔차항이 가지고 있는 변동의 양(positive)

과 음(negative)을 차별화하여 모형에 적시키는 것이 현실 경제자료를 수치적으로 표

현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다. 이에 Geweke (1986)은 log-ARCH 모형을 제안하 는데, 

이 모형은 ARCH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변동의 양과 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

이었다. 뿐만 아니라 log-ARCH 모형의 로그 우도 함수의 추정이 상대적으로 쉬워지

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Zakoian (1994)은 다른 측면에서 양

과 음의 효과를 차별화하는 Threshold-ARCH 모형을 제안하 다. Treshold-ARCH 

모형은 기존의 GARCH 모형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면서도, 양과 음의 효과를 가법성 

방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감소추세에 있는 자료들에 대해 보다 시각적으로 효과차이

를 뚜렷이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분산성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실제 경제상황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Zakoian(1994)이 제안한 Threshold-ARCH모형

에 EF추정법을 적용하여 EF 방정식의 해인 추정치의 성능을 MLE와 비교하여 보았

다.

2. Threshold-ARCH 모형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자료의 경우 시장이 하락세에 있을 때 시장에서 음(-)의 향

력이 동일한 크기의 양(+)의 향력에 비해 분산 변동성에 훨씬 큰 향을 미친다. 그

러나 앞 절에서 제시한 ARCH형태 모형은 조건부 분산의 값이 항상 양의 값을 갖게 

하기 위하여 모수에 일정한 제약조건을 가하고 있는데, 이 제약조건에 의해 현재의 

변동성과 미래의 변동성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보기 위해 Threshold-ARCH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Threshold-ARCH 모형은 Zakoian(1994)과 Li and Li(1996)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향력이 양(+)과 음(-)형태에 대해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yt= φyt − 1 + et  t=,1,2,...
et = σtht ,    σt  ∼iid  .  N (0, 1 )

et|Φt  ∼ (  0, 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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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α0 + Σ
i = 1

q

 (α+i e
+
t − i − α−

i e−
t − i )

e +t = max (et, 0 ) ,

e−
t = min (et, 0 )                                        (1)

우선, MLE를 구하기 위해서 Threshod- ARCH(1)모형에 대한 로그 우도 추정치를 

구한다. σt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우도함수를 갖는다. 

l=- ∑
n

t=2
logh t- ∑

n

t=2

e
2
t

2h 2t
,  θ = (φ,α0,α1, ,αq )             (2)

  

모수 θ에 대한 최대 우도 추정치 θ̂ T는 우측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에 기반한 추정

치의 특별한 경우이다. 

정리2.1 (Gourieroux ,1997)

적절한  조건 하에서 이 θt̂는 일치 추정량이며,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

T (θ T
ˆ − θT )−→d N (0, J − 1I      J − 1 )

J = E0 [
∂ lt
∂θ

∂l t
∂θ

] , E0 [−
∂2l t
∂θ∂θ

] = I                 (3)

여기서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면 두 행렬 J= I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뉴튼-랩

슨 방법을 사용하여 모수(α0, α+1 , α
−
1 )에 대한 최대우도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초기

치는 최소제곱 추정치로 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ꀌ

ꀘ

︳︳︳︳︳︳

ꀍ

ꀙ

︳︳︳︳︳︳

α 0
α+1
α-1 1

=

ꀌ

ꀘ

︳︳︳︳︳︳

ꀍ

ꀙ

︳︳︳︳︳︳

α 0
α+1
α-1 0

+ J− 1 E [
∂ lt
∂θ

]                    (4)

EF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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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2

Threshold- ARCH(1)모형에서 EF 추정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다.

      l *0  =  −Σ
t =1

T

∂ht

∂α 
0

h 2t (γ2t+2 − γ21t )
  g2t

      l
*
1  =  −Σ

t = 1

T

∂ht

∂α+1
h 2t (γ2t+ 2 − γ21t )

  g2t  

l *2  =  −Σ
t = 1

T

∂ht

∂α−
1

h 2t (γ2t+ 2 − γ21t )
  g2t                        (5)

여기서,

        g1t  = yt  − xt  ,  g2t  =(yt  − xt )
2− ht− γ1th

1/2
t  (yt  −xt ) ,

γ1t =
E [(yt− xt )

3|Φt − 1 ]

h 3/2
t

, γ2t =
E [(yt − xt )

4|Φt − 1 ]

h 2
t

 −  3         (6)

증명: Li and Turtle(2000) 과 Godambe and Thompson(1986) 참조.

위의 선형 결합식들을 이용하여 정규분포와 t분포에서 EF 추정방식의 효율성을 알

아보기 위한 모의실험을 하기 위해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α0, α+1 , α
−
1에 관한 분산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V=

             

V11 V12 V13
V21 V22 V23
V31 V32 V33

                            (7)

여기서, 각 행렬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V11  =  E(
∂l *1
∂α0
|Φt− 1),  V12  =  V21  =  E(

∂l *1
∂α+1

∂l *1
∂α+1

|Φt− 1 )  

       V22  =  E((
∂l *1
∂α+1

∂l *1
∂α+1

)2|Φt− 1 )

V13  =  V31  =  E(
∂l *1
∂α−

1

∂l *1
∂α−

1

|Φt− 1 ),  V33  =  E((
∂l *1
∂α−

1

∂l *1
∂α−

1

)2|Φt−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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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E 추정방식에서와는 달리 V≠ I  이 되어 각 행렬에 대하여 각각 미분한 값을 

통해 다음의 추정식을 구성한다. 그리고, 구성된 행렬식들을 이용하여 뉴턴랩슨 방법

을 사용하여 모수(α0, α+1 , α
−
1 )에 대한 최대우도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초기치는 최

소제곱 추정치로 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 = E0 [
∂ l *t
∂θ

∂ l *t
∂θ

] ,  I = E0 [−
∂2l *t
∂θ∂θ

]

ꀌ

ꀘ

︳︳︳︳︳︳

ꀍ

ꀙ

︳︳︳︳︳︳

α 0
α
+
1

α
-
1 1

=

ꀌ

ꀘ

︳︳︳︳︳︳

ꀍ

ꀙ

︳︳︳︳︳︳

α 0
α
+
1

α
-
1 0

+ V− 1I− 1V−1                       (9)

3. 모의실험

모의실험 방식은 기존의 ML추정법에 비해 EF추정법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알아

보고자 정규분포, T분포를 사용하 으며, 여기서 두터운 꼬리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

우 나타나는 효율성과 Threshold-ARCH형태에서 보여주는 잔차항들의 비대칭적 성향

을 가지게 되는 경우 나타나는 추정량들의 효율성을 볼 수 있다. 추정방식의 비교는 

기본적으로 각 추정방식에서 얻어진 추정치에 대한 Bias와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bias
2
+(표준오차) 2 ) 를 비교하 다. 또한 분산 추정치에 대한 

efficienc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REθ =
var(θML )̂

var(θEF )̂
                           (10)

다음으로 Threshold-ARCH(1) 모형에 대해 모수들( 0 1 1, ,α α α+ −
)을 MLE방법과 EF

방법을 통해 추정치를 구하 다. 추정을 위하여 주어진 모수 0 1 1, ,α α α+ −
의 값은 각각 

0.3, 0.2, 0.4 이며, 뉴튼 렙슨방법의 초기 추정값은 최소제곱추정치를 사용하 다. 그리

고, 표본의 크기는 2000으로 각각의 모수들을 추정하 다. 하지만, 1α +
과 1α −

에 관련

된 표본크기는 양(positive)와 음(negative)의 값을 하나의 분포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각각 1000개씩이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추정치는 100회 반복을 통해 구하

다. 

잔차항 분포의 특성에 대한 추정방식의 비교를 위하여 정규분포와 이보다 꼬리 부

분이 두터운 자유도가 5인 T분포(T(5)분포)를 통해 모의실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 

값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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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et=iid  N (0, 1 ) , φ = 0 .3 , α 0=0.3, α
+
1
=0.2, α-1 =0.4

평균 표준오차 Bias RMSE RE

φ̂
MLE 0.3017 0.0291 0.0017 0.0291 

0.94 
EF 0.2924 0.0309 -0.0076 0.0319 

α 0̂  
MLE 0.3000 0.0147 0.0000 0.0147 

1.00 
EF 0.3001 0.0148 0.0001 0.0148 

α+1̂  
MLE 0.1960 0.0346 -0.0040 0.0348 

0.89 
EF 0.2049 0.0389 0.0049 0.0392 

α
-
1̂
 

MLE 0.3963 0.0625 -0.0037 0.0626 
1.07 

EF 0.3927 0.0585 -0.0073 0.0589 

[표4.2] et=iid  N (0, 1 ) , φ = 0 .5 , α 0=0.3, α
+
1
=0.2, α-1 =0.4

평균 표준오차 Bias RMSE RE

φ̂
MLE 0.4962 0.0268 -0.0038 0.0271 

1.06 
EF 0.4904 0.0253 0.1904 0.1921 

α+1̂  
MLE 0.2991 0.0141 -0.0009 0.0141 

1.04 
EF 0.3000 0.0136 0.0000 0.0136 

α+1̂  
MLE 0.1978 0.0456 -0.0022 0.0457 

1.12 
EF 0.2023 0.0409 0.0023 0.0409 

α
-
1̂
 

MLE 0.3959 0.0568 -0.0041 0.0569 
0.90 

EF 0.3949 0.0629 -0.0051 0.0631 

[표4.3] et=iid  T (5 ) , φ = 0 .3 , α 0=0.3, α
+
1
=0.2, α

-
1
=0.4

평균 표준오차 Bias RMSE RE

φ̂
MLE 0.2984 0.0293 -0.0016 0.0294 

1.05 
EF 0.2934 0.0278 -0.0066 0.0286 

α 0̂
MLE 0.3117 0.0167 0.0117 0.0204 

1.08 
EF 0.3125 0.0154 0.0125 0.0198 

α+1̂
MLE 0.2038 0.0493 0.0038 0.0494 

1.04 
EF 0.2024 0.0475 0.0024 0.0476 

α-1̂
MLE 0.4019 0.0802 0.0019 0.0802 

1.25 
EF 0.4029 0.0643 0.0029 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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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et=iid  T (5 ) , φ = 0 .5 , α 0=0.3, α
+
1
=0.2, α

-
1
=0.4

평균 표준오차 Bias RMSE RE

φ̂
MLE 0.4930 0.0221 -0.0070 0.0231 

1.08 
EF 0.4970 0.0205 -0.0030 0.0207 

α 0̂
MLE 0.3088 0.0190 0.0088 0.0209 

1.07 
EF 0.3118 0.0178 0.0118 0.0213 

α+1̂
MLE 0.1986 0.0544 -0.0014 0.0544 

1.07 
EF 0.2050 0.0508 0.0050 0.0511 

α-1̂
MLE 0.4230 0.0686 0.0230 0.0723 

1.64 
EF 0.4408 0.0418 0.0408 0.0584 

[표4.1]에서 [표4.4]까지에서 ARE값을 통해 살펴보면, 정규분포에서는 ML 추정치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두터운 꼬리를 보여주는 T(5)분포에서 

MLE 추정치보다 EF 추정치가 모수의 초기값 변화에 상관없이 분산이 작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hreshold-ARCH 이분산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 결과 bias, 

RMSE 비교와 각 추정량들의 RE 비교를 통해서 정규분포에서는 MLE추정이 모수추

정에 적합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정규분포에 비해 두터운 꼬리형태를 보이고 

있는 T(5)분포에서는 모수의 초기값에 상관없이 EF추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오차항의 분포가 꼬리가 두터운 분포일 경우에 EF 추정치

가 ML 추정치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분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계열 

자료에서 ML 추정방법보다는 EF 추정방법이 효과적으로 시장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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