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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다중 선형회귀 모형에서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회귀 계수의 추정량을 도출하였다.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방법은 Park (2009)에 제시된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매혹적이지는 않지만, 이것

에 근거한 추정량이 회귀 계수의 불편추정량이 된다. 설명변수 벡터가 어떤 정칙조건을 만족한다면,

오차가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을 따르면 만족되는 약한 조건 하에서 이 추정량이 최소제곱 추정량과

점근적으로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또한 회귀 계수에 확률 상 수렴한다는 것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

의실험을통해이성질들이소표본에서도성립하는것을보였다.

주요용어: 다중선형회귀, 자기공분산법, 최소제곱법.

1. 머리말

선형회귀 모형에서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최소제곱법 (least squares method)

과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있다. 최소제곱법은 오차에 대해 평균이 0이고 무상

관이라는 기본가정만 하고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추정 방법이다. 최소제곱법

에 의한 추정량은 가우스-마르코프 정리 (Gauss-Markov theorem)에 의해 최량 선형 불편추정량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Seber, 1977, p. 49). 오차에 대한 기본가정에 오

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여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최대우도법이다. 특히 정규분포 모집

단을 가정하는 경우 최소제곱 추정량이 최대우도 추정량과 같아지게 되어 최대우도 추정량이 가지는 여

러 가지 (점근적) 우수성들을 보유하게 된다. 특정 모형에서의 최소제곱 추정량이나 최소제곱 방법 관

련연구로는이정희와박정수 (2010), 심주용과이장택 (2010), 최영웅과강기훈 (2010) 등이있다.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회귀계수의 추정법은 Park (2009)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제곱합 대신

에 1차 자기공분산 (first order autocovariance)을 사용하여 오차의 자기공분산이 최소 혹은 최대가 되

도록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래 오차가 무상관인 경우뿐만 아니라 오차가 자기상관을 가지는 경

우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자기공분산 값이 항상 양 (혹은 음)의 값만 가진다면 자

기공분산이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추정량이 0에 가까운 자기공분산을 가지는 ‘최적’의 추정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공분산이 0이 되는 추정량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최적의 추정량이 되어야

할 텐데, 실상은 자기공분산이 0에 되도록 과도하게 조정된 추정량을 얻어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없

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방법은 직관적으로 매혹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공분산이 0에 되도록 만드

는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비모수 회귀에 적용하여 Kim 등 (2004), Park 등 (2006), Kim 등

(2009)과같은연구결과를얻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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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Park (2009)의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의 연구를 다중 선형회귀 모형으로 확장시키고

자 한다. 먼저 행렬표기법에 의한 자기공분산 기반 추정량을 유도하였다. 다음으로 이 추정량의 두 가

지 성질을 유도하였다. 처음 성질은 이 추정량이 회귀계수의 불편추정량이 된다는 것을 유도하였다. 또

한 설명변수 벡터들이 어떤 정칙조건 (regularity conditions)을 만족한다면, 오차가 자기회귀이동평균

(ARMA; Autoregressive and Moving Average) 모형을 따르면 만족되는 약한 조건 하에서 이 추정량

이 최소제곱 추정량과 점근적으로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또한 회귀 계수에 확률 상 수렴 (convergence

in probability) 한다는 것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이 성질들이 소표본에서도 성립하는

것을보였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의 도출과 이 추정량의

성질들을 유도하였다. 3절에서는 간단한 모의실험에 의해 2절에서 유도한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

의 성질이 소표본 하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필

요한추가논의를전개한다.

2.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과 성질

이절에서는다중선형회귀모형에서자기공분산에근거한추정량의유도와그성질을살펴보게된다.

구체적으로 소절 2.1에서 이 추정량을 유도하고, 소절 2.2에서 이 추정량의 불편성과 최소제곱 추정량과

의점근적동일성을보이게된다.

2.1.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

자기공분산에근거한최적추정량유도에앞서몇가지표기법을정의하도록하자.

정의 2.1 다중선형회귀모형 Yi = xT
i β + ϵi, i = 1, 2, · · · , n에서다음의행렬과벡터를정의한다.

Y =


Y1

Y2

...

Yn

, X =


xT
1

xT
2

...

xT
n

, β =


β1

β2

...

βp

.

단, 여기서 xT
i = (xi1, xi2, · · · , xip)(i = 1, 2, · · · , n)이다. 따라서 다중 선형회귀 모형은 행렬표기법으

로 Y = Xβ + ϵ으로나타낼수있다.

정의 2.2 n× n행렬 L = (lij)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lij =

{
1, 만약 j − i = 1

0, 그외.

이 행렬은 Ly = (y2, · · · , yn,0)
T가 되어 일종의 선행이동연산자 (lead-shift operato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연구에서주로사용하는행렬은 L̃ = L+ LT이다.

정의 2.3 다중선형회귀모형 Yi = xT
i β + ϵi, i = 1, 2, · · · , n에서자기공분산에근거한회귀계수에

대한추정량은

Q(β) =

n−1∑
i=1

ϵiϵi+1 =

n−1∑
i=1

(Yi − xT
i β)(Yi+1 − xT

i+1β)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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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β에대해편미분한값이 0이되는 β̃이다.

Q(β)는 행렬표기법에 의해 Q(β) = (Y −Xβ)TL(Y −Xβ)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표기법에 근거하

여자기공분산에근거한추정량을유도하였다.

정리 2.1 다중 선형회귀 모형 Y = Xβ + ϵ에서 XT L̃X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회귀계수에대한추정량은다음과같다.

β̃ = (XT L̃X)−1XT L̃Y .

증명: 간단한벡터미분에의해다음이성립한다.

∂Q(β̃)

∂β
= −XTL(Y −Xβ̃)−XTLT (Y −Xβ̃) = 0

⇔ XT (L+ LT )Xβ̃ = XT (L+ LT )Y

⇔ β̃ = (XT L̃X)−1XT L̃Y .

이것으로증명이마무리된다. �

2.2.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의 성질

먼저자기공분산에근거한추정량 β̃가회귀계수 β의불편추정량이된다는다음의정리를유도한다.

정리 2.2 다중 선형회귀 모형 Y = Xβ + ϵ에서 XT L̃X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E(ϵ) = 0이라는 조건

만있으면 E(β̃) = β가된다.

증명: 다음이성립하는것을쉽게알수있다.

E(β̃) = (XT L̃X)−1XT L̃E(Y ) = (XT L̃X)−1XT L̃Xβ = β.

이것으로증명이마무리된다. �

만약 오차가 평균 0이고 무상관, 즉 E(ϵ) = 0이고 공분산행렬이 Cov(ϵ) = σ2I (I는 단위행렬)이면

가우스-마르코프정리 (Gauss-Markov theorem)에의해최소제곱추정량이최량선형불편추정량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회귀 분석의 가정 하에

서는자기공분산에근거한추정량이최소제곱추정량보다분산이크게나타난다.

그래서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최적 추정량이 최소제곱 추정량과 점근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조건을 찾

아보게되었다. 그조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조건 2.1

(0) XTX와 XT L̃X의역행렬이존재한다.

(1) 모든 i = 1, · · · , n에대해 |xi| ≤ M1인 M1 > 0이존재한다. 단, 여기서 |x|는사용되는 x에의해

문맥상차원이정의되는일반적인 L2노름 (norm) 표기법이다.

(2) 모든 i = 2, · · · , n에대해 n|xi − xi−1| ≤ M2인 M2 > 0이존재한다.

(3) (XTX/n)−1 = O(1). 단, 여기서 O(1)은유계 (bounded)를나타내는표기법이다.

(4) ϵ는 정상적 (stationary)이면서 E(ϵ) = 0이고
∑∞

k=0 |γ(k)| < ∞이다. 단, 여기서 γ(k) =

Cov(ϵ1, ϵ1+k) = Cov(ϵn,ϵn−k) = γ(−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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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은 강한 조건이라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완화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논의는 4절

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건 (4)는 무상관이면 당연히 만족되게 되며, ARMA 모형일

때도만족하게된다 (Brockwell과 Davis, 2006, p. 219).

보조정리 2.1 모든 i = 1, · · · , n에대해 |ci| ≤ M인 M > 0이존재하고, 정상적인 ϵ가 E(ϵ) = 0이고∑∞
k=0 |γ(k)| < ∞를 만족하면

∑n
i=1 ciϵi/n = op(1)가 만족된다. 단, 여기서 op(1)은 확률 상 0으로 수

렴 (convergence in probability to 0)하는확률벡터이다.

증명: 간단한계산에다음이성립함을유도할수있다.

|Cov(

n∑
i=1

ciϵi/n)| =

∣∣∣∣∣ 1

n2

n∑
i=1

n∑
j=1

cic
T
j γ(i− j)

∣∣∣∣∣ ≤ 1

n2

n∑
i=1

n∑
j=1

|cic
T
j | |γ(i− j)|

≤
M2

n2

n∑
i=1

n∑
j=1

|γ(i− j)| =
M2

n

n−1∑
k=−(n−1)

(1− |k|/n)|γ(k)|

≤
M2

n

n−1∑
k=−(n−1)

|γ(k)| ≤
2M2

n

n−1∑
k=0

|γ(k)|.

여기서 두 번째 부등식은 |cic
T
j | = |ci||cj | ≤ M2에 의해 만족되며 마지막 부등식은 γ(−k) = γ(k)이기

때문에 만족한다. 따라서 n → ∞이면 |Cov(
∑n

i=1 ciϵi/n)| → 0가 성립하여
∑n

i=1 ciϵi/n가 L2노름 상

0으로수렴 (convergence in L2 to 0)한다. 따라서
∑n

i=1 ciϵi/n는확률상 0으로수렴 (convergence in

probability to 0)한다. �

보조정리 2.2 조건 2.1이만족되면다음이성립한다.

1) XT L̃X = 2XTX +O(1);

2) XT L̃ϵ = 2XT ϵ+Op(1);

3) XT L̃Y = 2XTY +Op(1).

단, 여기서 Op(1)은확률상유계 (bounded in probability)인확률벡터이다.

증명:

(1) XT L̃X − 2XTX =

n−1∑
i=1

xix
T
i+1 +

n−1∑
i=1

xi+1x
T
i − 2

n∑
i=1

xix
T
i+1

=

n−1∑
i=1

xi(x
T
i+1 − xT

i ) +

n−1∑
i=1

(xi+1 − xi)x
T
i − 2xnx

T
n

= O(1) +O(1) +O(1) = O(1).

여기서끝에서두번째등식은조건 2.1의 (1)과 (2)에의해 |xi(x
T
i+1 − xT

i )|, |(xi+1 − xi)x
T
i |가모두상

한값 M1M2/n를가지기때문에성립한다.

(2) XT L̃ϵ− 2XT ϵ =

n−1∑
i=1

xiϵi+1 +

n−1∑
i=1

xi+1ϵi − 2

n∑
i=1

xiϵi

=

n−1∑
i=1

(xi − xi+1)ϵi+1 +

n−1∑
i=1

(xi+1 − xi)ϵi − x1ϵ1 − xnϵn

= op(1) + op(1) +Op(1) = O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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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끝에서두번째등식은조건 2.1의 (2)에의해 |xi+1 −xi|, |xi+1 −xi|가모두상한값 M2/n를가

지기때문에보조정리 2.1에의해성립한다.

(3) XT L̃Y = XT L̃(Xβ + ϵ) = XT L̃Xβ +XT L̃ϵ

= XTXβ +O(1) +XT ϵ+Op(1) = XTY +Op(1).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 등식은 보조정리 2.2의 (1)과 (2)의 결과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것으로 증명이

마무리된다. �

앞의 두 개의 보조정리를 결합하여 조건 2.1이 만족되면 자기공분산에 의한 추정량이 최소제곱 추정

량의점근적분포가동일하며또한회귀계수에확률상수렴한다는다음의정리를유도할수있다.

정리 2.3 다중 선형회귀 모형 Yi = xT
i β + ϵi, i = 1, 2, · · · , n이 조건 2.1의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1) β̃ = β̂ +Op(1/n);

2) β̃ = β + op(1).

단, 여기서 Op(1/n)은 Op(1/n)/(1/n)이확률상유계 (bounded in probability)인확률벡터이다.

증명 :

(1) β̃ = (XT L̃X)−1XT L̃Y = (XT L̃X/n)−1XT L̃Y /n

=
[
2XTX/n+O(1/n)

]−1 [
2XTY /n+Op(1/n)

]
=

[
(2XTX/n)−1 +O(1/n)

] [
2XTY /n+Op(1/n)

]
= (XTX)−1XTY +Op(1/n).

(2) β̃ = (XTX)−1XTY +Op(1/n)

= β + (XTX)−1XT ϵ+Op(1/n)

= β + op(1) +Op(1/n)

= β + op(1).

단, 여기서끝에서두번째등식은조건 2.1의 (3)과보조정리 2.1에의해

(XTX)−1XT ϵ = (XTX/n)−1XT ϵ/n = op(1)

가만족되기때문에성립한다. 이것으로증명이마무리된다. �

3. 모의실험

이절에서는 2절에서이론적으로얻은자기공분산에근거한추정량의성질을소표본하에서확인하는

간단한모의실험을수행한다. 이모의실험에서오차 ϵt의분포로서고려하는것은정리 2.3에의해자기

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과 최소제곱 추정량이 점근적으로 동일한 분포를 가지게 되는 자기상관이동평균

ARMA(p,q) 모형으로 R의관례에따라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ϵt =

p∑
i=1

a(i)× ϵt−i + δt +

q∑
j=1

m(j)× δt−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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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서 δt는평균이 0이고무상관인확률변수이다.

이 모의실험에서는 간단하게 독립표본, a(1)=0.5만 있는 AR(1), m(1)=-0.5만 있는 MA(1), a(1)=

0.5와 m(1)=-0.5만 있는 ARMA(1, 1) 네 가지 모형을 고려하였다. {δt}의 분포로는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고려하였는데 ϵt의 분산이 1이 되도록 분산을 조정하여 네 가지 모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다중선형회귀모형부분은다음과같은모형을고려하였다.

Yi = 1 + xi2 + xi3 + ϵi, i = 1, 2, · · · , n. (3.1)

단, 여기서 xi2 = i/n이고

xi3 =

{
i/n, i/n ≤ 1/2

(n− i)/n, i/n > 1/2

이다. 따라서 β0 = β1 = β2 = 1인 회귀모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편에 해당되는 xi1 =

1를 포함한 설명변수들은 조건 2.1의 (1), (2)를 만족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 의해 구

해보았더니 n이커질때 (XTX/n)−1이  7 −6 −12

−6 12 0

−12 0 48


로수렴하는것으로나타나조건 2.1의 (3)을만족하는것을알수있었다.

표본크기 n으로는 시계열 자료에서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100을 사용하였다. 모형 (3.1)에서 표

본을 1000개 생성하여 각 표본에 대해 추정량 β̃, β̂를 계산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표로서 정리한 것이

표 3.1이다.

표 3.1 자기공분산 추정량과 최소제곱 추정량의 평균 (표준오차) 비교

모형 자기공분산 추정량 최소제곱 추정량

독립표본
1.0101 0.9814 1.0002 1.0097 0.9807 1.0026

(0.2662) (0.3389) (0.6913) (0.2638) (0.3369) (0.6830)

a(1)=0.5
0.9906 0.9987 1.0229 0.9900 0.9996 1.0233

(0.4636) (0.5939) (1.2033) (0.4568) (0.5871) (1.1923)

m(1)=-0.5
0.9998 0.9960 1.0050 1.0004 0.9958 1.0038

(0.1268) (0.1639) (0.3095) (0.1290) (0.1674) (0.3132)

a(1)=0.5, m(1)=-0.5
1.0000 1.0025 1.0088 1.0003 1.0019 1.0088

(0.2709) (0.3372) (0.6587) (0.2700) (0.3325) (0.6588)

표 3.1에는 1000개표본에대한 β̃, β̂의표본평균과함께괄호안에표준오차가나타나있다. 두방법

의평균을비교하면최대소숫점셋째자리에서의차이가있을뿐이다. 불편성의관점에서좀더자세하

게살펴보면 |추정량 - 모수| 값이모두 ‘표준오차/10’범위안에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1000개표본에대한 β̃, β̂의값들을상자그림으로정리한것이그림 3.1이다. 그림 3.1의각그림에는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과 최소제곱 추정량의 상자그림을 각각 acv, mmsq라고 표시하여 좌우에

그려 넣었다. 네 개의 행은 각각 독립표본, a(1)=0.5인 AR(1), m(1)=-0.5인 MA(1) 및 a(1)=0.5과

m(1)=-0.5인 ARMA(1, 1) 모형에 해당된다. 또한 세 개의 열은 각각 모수 β0, β1, β2의 추정량에 해당

되며 b0, b1, b2로 표시하고 있다. 이 상자그림은 표 3.1에서 표본평균과 표준오차에 의존해 판단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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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기공분산 추정량과 최소제곱 추정량의 상자그림; 각 그림의 왼쪽에는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

오른쪽에는 최소제곱 추정량의 상자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네 개의 행은 독립, AR(1), MA(1) 및 ARMA(1,1) 모형에

해당되고, 세 개의 열은 세 개의 모수 β0, β1, β2의 추정량에 해당된다.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추정량과 최소제곱 추정량의 차이는 아

주미약하며, 두추정량은모두실제모수에거의근접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다중 선형회귀 모형에서 자기공분산에 근거한 회귀 계수의 추정량을 유도하였다. 이

추정량은 오차의 자기공분산을 회귀 계수에 대해 미분한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추정량으로 유도

되었다. 이 추정량이 회귀계수의 불편추정량이 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설명변수 벡터가 어떤 정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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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만족하면, 오차가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을따르면만족하는약한조건하에서이추정량이최소제곱

추정량과 점근적으로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회귀 계수에 확률 상 수렴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자기회

귀이동평균모형에서의간단한모의실험을통해이추정량의성질들을소표본하에서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건 2.1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건 (0)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이며 조건 (1)도 완화시키기 곤란하리라고 생각한다. 조건 (1)이 만족되지 않으면 가장 중심축이 되는

보조정리 2.1의결과를얻기쉽지않으리라생각되기때문이다. 또한조건 (2)이나조건 (3)이만족되지

않으면각각보조정리 2.2이나정리 2.3의결과를얻는것이쉽지않으리라생각된다.

결국조건 2.1을완화시킬수있는방향은조건 (4)인데조건 (4)에있는
∑∞

k=0 |γ(k)| < ∞ 조건은보
조정리 2.1의 결과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보조정리 2.1을 유도하는데 꼭 필요한 조

건은 n → ∞일 때
∑n

k=0 |γ(k)|/n → 0이다. 이 조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n → ∞일 때 γ(n) → 0이

면만족한다. 따라서
∑∞

k=0 |γ(k)| < ∞ 조건은훨씬완화된조건인 γ(n) = o(1)으로대체될수있을것

이다. 사실 이 조건은 장기기억 과정 (long memory process)을 따르는 모형에서도 만족되는 조건이다.

따라서정리 2.3이적용될수있는시계열모형의범위가많이넓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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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rive an estimator based on autocovariance for the regression

coefficients vector i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This method is suggested

by Park (2009), and although this method does not seem to be intuitively attractive,

this estimator is unbiased for the regression coefficients vector. When the vectors of

exploratory variables satisfy some regularity conditions, under mild conditions which

are satisfied when errors are from autoregressive and moving average models, this es-

timator has asymptotically the same distribution as the least squares estimator and

also converges in probability to the regression coefficients vector. Finally we provide a

simulation study that the forementioned theoretical results hold for small sampl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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