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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랜덤워크 가설은 금융시장의 예측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랜

덤워크 검정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낮은 검정력과 유의수준 왜곡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호검정에 기초한 랜덤워크 검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랜덤워크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는 Dickey와 Fuller (1979) 검정과 모의실험을

통해성능을비교하였다.

주요용어: 단위근, 랜덤워크, 부호검정.

1. 서론

주식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시장은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

하는 가설이 랜덤워크 가설이다. 이러한 랜덤워크 가설 (Malkiel, 1973)은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금융

시장이예측불가능하다는가설로써현재까지도이와관련된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이가설은많

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보공개가 불완전할 경우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시장이 랜덤워크를 따르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재

적인관점에서대단히중요하고흥미로운문제이다.

현재까지 많은 랜덤워크 검정방법들이 다양한 모형을 전제로 개발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실

제랜덤워크검정문제에적용시낮은검정력 (low power)과유의수준왜곡 (size distortion) 등의문제

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Maddala과 Kim, 199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랜덤워크 가설 검정방법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호검정방법에 기초한 랜덤워크 검정방법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 검정은 모집단 분포에 관계없이 이항분포에 근거한 정확 검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검정에 비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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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소표본에서 강점을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비모수적인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로서 So와 Shin (2001),

Shin과 Park (2007), Cerrito 등 (1998), Nakamura와 Small (2007) 등이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랜덤워크와 랜덤워크 가설에 대해 기술하며 랜덤

워크 가설 검정 방법과 흔히 사용되고 있는 Dickey와 Fuller (1979) 검정을 소개한다. 또한 기존의 랜

덤워크 검정 방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3절에서는 부호검정을 이용한 새로운 랜덤워

크 가설 검정에 대해 기술한다. 4절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새롭게 제안된 부호검정을 Dickey와

Fuller (1979) 검정과비교한다. 5절에서는논문의결과를요약하고추후연구과제를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랜덤워크

랜덤워크 (random walk)란 수학, 물리 등의 분야에서 임의 방향으로 향하는 연속적인 걸음을 나타내

는 것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걷는 자취 (취보; 醉步)에 비유된다. 특히 물리 분야에서는 입자의 불규칙

한 운동 (Brownian motion)을 설명할 때 이용된다.랜덤워크 모형에서 흔히 고려되는 모형은 다음 3가

지모형이다.

Xt = ρXt−1 + ϵt (2.1)

Xt = a0 + ρXt−1 + ϵt (2.2)

Xt = a0 + a1t+ ρXt−1 + ϵt (2.3)

식 (2.1)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AR(1) 모형이며, 식 (2.2)는 이동상수 (drift)가 존재하는 랜덤워크 모

형, 식 (2.3)은 선형 시간 추세 (linear time trend)가 존재하는 랜덤워크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랜덤

워크를 ρ = 1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식 (2.1)의 AR(1) 모형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고, 이동상

수및선형시간추세모형에대한확장연구는추후진행할예정이다.

2.2. 랜덤워크 가설

랜덤워크 가설 (random walk hypothesis)은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 하며 이러한 주가는 랜덤워크를

따른다는 가설로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73년 Burton Malkiel은 임의

(random)로 선택한 펀드의 수익률과 전문가가 선택한 펀드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음을 예로 들어 기

술적 분석을 통한 초과수익률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과거자료를 이용한 주가의 예측이 불

가능함을의미한다.

주가 (stock price)가랜덤워크를따르는지여부를검정하는것은효율적시장가설 (market efficiency

hypothesis)의 성립 여부를 검정하는 것과 일치하며 이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이면 주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

분히, 즉각적으로반영하므로과거의주가가현재혹은미래의주가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 따

라서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는 주가가 랜덤워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효율적 시장가

설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수익률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랜덤워크

를따르지않는다고주장한다 (Fama와 French, 1988).

랜덤워크 가설 검정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계열 분

석에서정상과정 (stationary process)을따르는시계열자료와비정상과정 (non-stationary process)을

따르는 시계열 자료는 서로 상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비정상 시계열 자료를 정상

시계열 자료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실제로 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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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허구적 회귀 (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랜덤워크

가설 검정은 시계열 자료를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

정이다.

2.3. 랜덤워크 가설 검정 방법

가장단순한형태의랜덤워크모형은 AR(1)모형으로다음과같다.

Xt = ρXt−1 + ϵt, t = 1, · · · , n (2.4)

여기서 Xt는 t시점에서의 관측값이며, ϵt는 t시점에서의 0에 대해 대칭인 분산이 σ2인 서로 독립인 연

속형 오차항이다. 다시 말해 P (ϵt > 0) = P (ϵt < 0) = 1/2이며 V ar(ϵt) = σ2가 만족된다. |ρ| < 1일

때식 (2.4)는정상과정이되며오차항에다음과같은관계가성립한다.

Xt = ρt−1ϵ1 + ρt−2ϵ2 + · · ·+ ρϵt−1 + ϵt, t = 1, . . . , n (2.5)

식 (2.5)에서 ϵt는 t가 커질수록 ρt에 의해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즉 먼 과거시점의 오차는 현재시점의

관측값 Xt에영향을미치지않게됨을알수있으며이때의시계열자료는정상과정을따른다.

ρ = 1일때식 (2.4)는비정상과정이되며오차항에대해다음과같은관계가성립한다.

Xt = ϵ1 + ϵ2 + · · ·+ ϵt−1 + ϵt, X0 = 0 (2.6)

식 (2.6)에서 Xt는 t가 커질수록 발산하게 된다. 즉 과거시점에서 발생한 모든 오차가 현재의 관측값에

영향을미치게됨을알수있으며이때의시계열자료는비정상과정을따른다.

따라서 단위근 (ρ = 1)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계열 자료가 정상과정을 따르는지 혹은 비정상

과정을 따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된다. 단위근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단위근

검정방법으로는 Dickey와 Fuller (1979)에의해제시된 DF 검정법이있다.

2.4. DF 검정

DF (Dickey and Fuller, 1979) 검정은 AR(1) 모형에서 최소제곱법에 의해 추정된 ρ̂을 이용하여 단

위근의존재여부를판단하는방법으로 ρ̂은다음과같다.

ρ̂ = argmin
ρ

n∑
t=1

(xt − ρxt−1)
2 (2.7)

H0 : ρ = 1에 대한 DF 검정의 검정 통계량의 극한 분포는 일반적인 분포를 따르지 않고 위너과정

(Wiener process)을따른다.

T (ρ̂− 1)
d→
∫ 1

0
w(t)dw(t)∫ 1

0
w2(t)dt

(2.8)

위너과정을 따르는 분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Dickey와 Fuller (1979)는 모의

실험을 통해 이 분포를 제시하였으나 오차항에 MA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제시된 분포와 실제분포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wert, 1987). 또한 관측수가 작고 ρ가 1에

가까운경우낮은검정력을갖는문제점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Dickey와 Fuller, 1979; Hamilton,

1994).



388 T. Y. Kim · C. Park · S. G. Kim · C. J. Kim · H. Kim · J. H. Yu · K. M. Jang · Y. S. Jang

DF 검정 외에도 대부분의 기존 단위근 검정 방법들에는 낮은 검정력 (low power)과 유의수준 왜곡

(size distortion)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의수준 왜곡은 검정이 잘못될 경우 이

를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하는 크기 (유의수준 α)가 사전에 설정한 크기보다 훨씬 커지거나 작아지

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ρ가 1에 가까운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실제 랜덤워크 모형이 비선형

추세등을포함하는경우에도이러한문제들이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Maddala와 Kim, 1998).

3. 연구방법

3.1. 부호검정

부호검정 (sign test)은 자료의 일부분의 정보 (부호정보)만을 활용하여 위치모수에 대한 검정을 수행

하는 방법으로 관측값 Xi와 위치모수 θ0의 차이 Xi − θ0에 대하여 부호 (sign)만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이러한 부호검정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모수적 검정방법 중 하나이다. 유

의수준 α에서부호검정의검정통계량은다음과같다.

B =

n∑
i=1

I(Xi > θ0)

여기에서 I(A)는 A가만족되면 1, 아니면 0이되는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이다.

검정통계량 B는 위치모수 θ0보다 큰 관측값들의 개수로 정의되며 중앙값 θ에 대한 귀무가설 H0 :

θ = θ0 하에서 S의분포는시행횟수가 n이고성공의확률이 1/2인이항분포 (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다.

표본의크기 n이큰경우부호검정통계량 B의대표본정규근사에의해검정할수있다. 귀무가설하

에서 S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E0(B) = n/2, V ar0(B) = n/4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B통계량 ZB은 다

음과같다.

ZB =
B − E0(B)√
V ar0(B)

=
B − n/2√

n/4

3.2. 부호검정을 이용한 랜덤워크 가설 검정

부호검정을 이용하는 새로운 랜덤워크 가설 검정은 식 (2.1)에서 연속하는 두 시점에서 관찰되는 두

점 (Xt−1, Xt)와 (Xt, Xt+1) 사이의기울기

St =
Xt+1 −Xt

Xt −Xt−1
, t = 2, . . . , n− 1 (3.1)

를이용하여검정하고자한다. 이때 H0 : ρ = 1 하에서기울기가 St = ϵt+1/ϵt (t = 2, . . . , n− 1)가되

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 아니다. 그러나 기울기의 부호 ψt = I(St > 0) (t = 2, . . . , n − 1)에 대해서는

다음의정리가성립한다.

정리 3.1 H0 : ρ = 1 하에서 ψ2, . . . , ψn−1은 성공의 확률이 1/2인 서로 독립인 베르누이 확률변수가

된다.

증명 : 먼저 ϵt가 0에대해서대칭이기때문에 St = ϵt + 1/ϵt도 0에대해서대칭이되는것을다음과같

이보일수있다.

P (St > 0) = P

(
ϵt+1

ϵt
> 0

)
= P (ϵt > 0, ϵt+1 > 0) + P (ϵt < 0, ϵt+1 < 0)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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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2, . . . , in−1 = 0, 1에대해

P (ψn−1 = in−1, ψn−2 = in−2, . . . , ψ2 = i2)

= P
(
(−1)in−1+1Sn−1 > 0, (−1)in−2+1Sn−2 > 0, . . . , (−1)i2+1S2 > 0

)
= P

(
ϵn

(−1)in−1+1ϵn−1
> 0,

ϵn−1

(−1)in−2+1ϵn−2
> 0, . . . ,

ϵ3

(−1)i2+1ϵ2
> 0

)

= P

 ϵn

(−1)in−1+1ϵn−1
> 0,

(−1)in−1+1ϵn−1

(−1)in−1+1+in−2+1ϵn−2
> 0, . . . ,

(−1)
∑n−3

k=1
(in−k+1)ϵ3

(−1)
∑n−2

k=1
(in−k+1)ϵ2

> 0


= P

(
ϵn > 0, (−1)in−1ϵn−1 > 0, (−1)in−1+in−2+2ϵn−2 > 0, . . . , (−1)

∑n−2
i=1 (in−k+1)ϵ2 > 0

)
+ P

(
ϵn < 0, (−1)in−1ϵn−1 < 0, (−1)in−1+in−2+2ϵn−2 < 0, . . . , (−1)

∑n−2
k=1

(in−k+1)ϵ2 < 0
)

=

(
1

2

)n−1

+

(
1

2

)n−1

=

(
1

2

)n−2

가만족하기때문에

P (ψn−1 = in−1, ψn−2 = in−2, . . . , ψ2 = i2) =

n−2∏
k=1

P (ψk = ik)

가 성립한다. 또한 i2, . . . , in−1 ̸= 0, 1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좌우의 확률이 모두 0이기 때문에 결

합확률은주변확률의곱으로표시된다. 따라서모든 i2, . . . , in−1에대해

P (ψn−1 = in−1, ψn−2 = in−2, . . . , ψ2 = i2) =

n−2∏
k=1

P (ψk = ik)

가성립한다. 이것으로증명이마무리된다. �

이에반해 H1 : |ρ| < 1 하에서식 (2.5)과 (2.6)에의해

Xt −Xt−1 = (ρ− 1)Xt−1 + ϵt = ρt−2(ρ− 1)ϵ1 + · · ·+ (ρ− 1)ϵt−1 + ϵt

가 성립하기 때문에 ψt (t = 2, . . . , n)가 서로 독립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ψt의 성공의 확률이

1/2이되는지도분명치않다. 구체적으로 ρ = 0일경우를살펴보면 St =
ϵt+1−ϵt
ϵt−ϵt−1

이되며따라서

P (St > 0) = P

(
ϵt+1 − ϵt

ϵt − ϵt−1
> 0

)
= P (ϵt+1 − ϵt > 0, ϵt − ϵt−1 > 0) + P (ϵt+1 − ϵt < 0, ϵt − ϵt−1 < 0)

= E[P (ϵt+1 − ϵt > 0, ϵt − ϵt−1 > 0|ϵt)] + E[P (ϵt+1 − ϵt < 0, ϵt − ϵt−1 < 0|ϵt)]

= E[(1− F (ϵt))F (ϵt)] + E[F (ϵt)(1− F (ϵt))] = 2× 1/6 = 1/3

가 성립한다. 여기서 F는 ϵt의 누적분포함수이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등식은 F (ϵt)가 0과 1 사이의 균

일 확률변수가 되기 때문에 성립한다. 또한 ψt, ψt+1는 서로 독립이 되지 않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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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H1 : |ρ| < 1에대해서는 P (St > 0)값을계산하는것이그리간단한문제가아니다. 그러나

간단한 모의실험에 의해 ρ가 작아지면 P (St > 0)가 1/2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P (St > 0)에의한랜덤워크에대한가설은

H
(1)
0 : P (St > 0) = 1/2 대 H

(1)
1 : P (St > 0) < 1/2

로지정할수있다. 이러한사실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부호검정통계량을사용할수있다.

B =

n−1∑
t=2

ψt (3.2)

이 통계량 B의 귀무가설 분포는 시행횟수가 n − 2이고 성공의 확률이 1/2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며,

표본크기가클경우정규근사에의한다음의표준화된검정통계량을사용할수있다.

ZB =
B − E(B)√
V ar(B)

=
B − (n− 2)/2√

(n− 2)/4

4. 모의실험

본 절에서는 기울기의 부호를 이용하는 새로운 랜덤워크 검정방법 (이하 부호검정)과 기존의 검정방

법들 중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확장 Dickey-Fuller 검정 (augmented Dickey-Fuller test; 이하

ADF 검정)과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이 모의실험을 통해 ADF 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을확인하고, 새로운검정방법에의해이문제점을어느정도개선할수있는지점검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 모의실험은 식 (2.4)에 대해 오차항이 따르는 분포로 정규분포와 이중지수분포 (double

exponential distribution)를 고려하여 표본크기 n = 30, 100에 대해 1000회 반복실험하여 실행하였다.

명목상 유의수준 α = 0.05에서 ρ = 1, 0.9, . . . , 0.1에 대하여 H0 : ρ = 1를 기각하는 유의확률을 정규분

포와이중지수분포에대해계산한결과는 Table 4.1과 Table 4.2에주어져있다.

Table 4.1 P-values of sign test and ADF test under normal distribution

ρ
n = 30 n = 100

sign test ADF test sign test ADF test
1 0.049 0.037 0.045 0.052
0.9 0.057 0.052 0.080 0.132
0.8 0.069 0.070 0.145 0.316
0.7 0.100 0.088 0.200 0.477
0.6 0.139 0.097 0.300 0.641
0.5 0.188 0.099 0.440 0.734
0.4 0.210 0.123 0.599 0.833
0.3 0.273 0.146 0.721 0.903
0.2 0.380 0.160 0.856 0.923
0.1 0.405 0.179 0.921 0.919

Table 4.2 P-values of sign test and ADF test under double exponential distribution

ρ
n = 30 n = 100

sign test ADF test sign test ADF test
1 0.044 0.041 0.042 0.049
0.9 0.055 0.051 0.063 0.109
0.8 0.064 0.059 0.098 0.283
0.7 0.082 0.067 0.144 0.514
0.6 0.114 0.074 0.242 0.642
0.5 0.154 0.090 0.354 0.766
0.4 0.183 0.123 0.480 0.859
0.3 0.242 0.138 0.645 0.888
0.2 0.343 0.162 0.823 0.917
0.1 0.407 0.169 0.9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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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과 Table 4.2에서 ρ = 1에 해당되는 결과는 관측된 유의확률이며, 나머지는 검정력에 해당

된다. 부호검정과 ADF 검정모두표본크기가커지면서검정력이커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부

호검정은 정규분포보다 이중지수분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검정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규분포보다 이

중지수분포에서 기울기의 변동폭이 더 커져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ADF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관성있게나타나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n = 30에서는새로운검정인부호검정이 ADF 검정보다높은검정력을보이고있으며, ρ = 1에서멀

어질수록 검정력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n = 100에서는 새로운 검정인 부호검정이 ADF 검정

보다 낮은 검정력을 보이고 있는데, ρ = 1에서 멀어지면 그 차이가 작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부호검정에근거한랜덤워크검정은표본크기가 n = 30과같이작은경우에장점을가지는검정방법

이라는것을알수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랜덤워크 가설 검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기존의 검정 방법들이 갖고 있는 낮은 검

정력과유의수준왜곡문제점에대한대안으로서부호검정에기초한랜덤워크검정을제안하였다.

부호검정을 이용한 랜덤워크 검정은 기울기 St의 분포가 랜덤워크 귀무가설 하에서 대칭이고 대립가

설에서는 대칭이 아닌 점을 착안하여 제안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AR(1)의 랜덤

워크 모형에서 먼저 연속하는 두 시점에서 관찰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St를 구한다. 둘째, St로부터

부호검정통계량 B를구한다. 셋째, 랜덤워크귀무가설하에서는 B ∼ B(n− 2, 1/2)가성립하며, 표본

크기가큰경우정규근사에의한검정을수행할수있다. 정상성 (stationarity)를가정하는대립가설하

에서는 기울기가 양이 되는 성공의 확률이 1/2보다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측검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적하다.

4절의 모의실험결과에 의하면 부호검정을 이용한 새로운 랜덤워크 검정의 검정력 개선은 n = 30과

같이 작은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려될 수 있는 기울기
(
n−1
2

)
가지 중 연속된 두 점에 대한 기

울기 n − 2만 고려되어 정보의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검정력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보다많은기울기를이용한부호검정방법에대한연구를추가로생각하고있다. 또한이연구에

서는 식 (2.1)에 주어진 AR(1) 형태의 모형만 고려되었는데, 식 (2.2)의 이동상수 (drift)와 식 (2.3)의

선형 시간 추세 (linear time trend)에 대처할 수 있는 부호검정 방법에 대한 연구도 추후연구과제로 고

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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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ndom walk hypothesis is a hypothesis that explains theoretically the difficulty in

forecasting in financial market. Various tests for the hypothesis have been developed

so far but it is known that those tests suffer from low power and size distortion. In

this article, a sign test based on slopes are suggested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simulation study is conducted to compare this test to the often used Dickey and Fuller

(1979)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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