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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정상(non-stationary) 장기 시계열 안에서도, 단기 으로 추세의 변화가 일시 인 것인지, 아니면 구

조 으로 변한 것인지를 시에 단하는 것은 요하다. 이는 시계열 추세의 변화를 상시 감지하여, 
변화에 맞는 정한 수 의 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시계열이 주어진 상

황에서, 단 근 검정법을 기반으로 단기 으로 구조변화를 감지하여,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

인지를 시각 으로 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시계열은 시간에 한 난수의 순서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으로 표 할 수 있다.

   Ϩ Ϯ
  여기서 Ϯ, ㆍ 는 확률공간 Ϩ  상의 확률변수이

고, 확률과정의 실 은 시간 Ϯ에 한 각   Ϩ에 

해 ㆍ로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찰하는 

데이터는, 알려지지 않은 확률과정의 실 , 즉 데이터 생

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  ⋯ Ϯ

  시계열 분석의 한 가지 목 은,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의 

탐지와 련이 있다. 이 과정은 이미 실 된 데이터로부터 

기본 구조를 추론함으로써 진행된다. 추론된 구조가 정상 

로세스(stationary process)라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할 

수 있다.

   ∞ , ∀Ϯ
       , ∀  Ϯ

  시계열에 한 정상성을 더욱 엄격히 정의한다면, 다음

※ 본 연구는 한국 력공사의 2018년 착수 에 지 

거 학 클러스터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과제

번호:R18XA05)

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 ⋯   ⋯ ⋯ 

  여기서 ㆍ는 결합분포함수이다. 따라서, 로세스가 

유한한 모멘트로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공분산 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는 이러한 안정

인 생성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림 1)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 요소에 따른 변화

  시계열 자료의 변수는 장기간에 걸쳐 추세변동(trend 

variation), 순환변동(cyclical variation), 계 변동(seasonal 

variation), 그리고 불규칙변동(irregular variation)이 동시

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계열이 장기 일수록 구조 추론이 

 어려워지는 상이 발생한다. 단기 시계열의 경우 안

정 인 시계열로 간주하고 분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반면, 

장기 시계열의 경우 이러한 변동 요인들로 인해 그림 1과 

같이 비정상(non-stationary)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 장기 시계열 안에서도, 단기 으로 추세

의 변화가 일시 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 으로 변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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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시에 단하는 것은 요하다. 이는 시계열 추세의 

변화를 상시 감지하여, 변화에 맞는 정한 수 의 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시계열이 주어진 상황에서, 단 근 

검정법을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은 단기 으로 구조변화를 

감지하여,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를 시각

으로 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장기 시계열 안에서 발생하는 단기 구조변화. 

구조변화 과 후의 단기 추세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2.  단 근 로세스

   표 인 비정상 시계열은 랜덤워크(random walk) 과

정으로부터 발생한다. 상수항 는 추세선이 없는 랜덤워

크를 따르는 시계열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

  즉,  시계열은 분산이 무한히 커지면서 구  기억

(infinite memory)을 갖는 특징이 있다.  시계열의 1차 

차분 값은 백색 잡음(white noise)을 가진다.

   

  한, 상수항을 갖는(추세선을 갖는) 랜덤워크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     
 



 ∞

  즉,  시계열은 평균과 분산이 무한히 커지면서, 만일 

상수항 가 0보다 크면 상방으로, 0보다 작으면 하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특징이 있다.  시계열은 확률  추세를 

갖는 시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랜덤워크 과정은, 단 근(unit root)을 갖는 시계

열의 라고 할 수 있다.

   , ≤ ≤ 

  만일   이라면,  랜덤워크 과정은 단 근을 가진다.

     

  여기서 은 lag operator (   )이다.

  단 근이라는 용어는 lag operator의 다항식의 근을 의

미하는 것이다.    시계열에 따라서는 1개 이상

의 단 근을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 ≠ 인 경우는 정상(stationary) 시계열이다.

3. 단 근 검정

(그림 3) 단 근 검정 차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ity) 여부를 단 근 존재 여

부를 이용하여 검정하는 방법을 단 근 검정 방법이라고 

하며, AR(1) 하에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이면 단 근을 가진다. 이때 는 상수항이 

없는 랜덤워크    이며, 비정상(non-stationary)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면, 정상(stationary) 시

계열이다.

  시계열 가 비정상인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

해 단할 수 있다.

    ,    

  이러한 검정을 한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은 다소 

변형된 식으로부터 얻어진다.

    

       , 여기서 ≡  

⇒      
 or       

  이 AR(1)에서 를 차분한    은 , 즉 백

색 잡음이므로, 안정 (stationary)이게 된다.

3.1. Adjusted Dickey-Fuller 검정(ADF검정)

   주어진 시계열 의 비정상성 여부는, 이 를 차분하여 

이를 다시 에 회귀하여 얻는 계수의 추정치가 0인지 

여부를 검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통상 인 t 검

정 통계량은 귀무가설(    ) 하에서 t 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근사 으로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에 

한 t 값을 Dickey-Fuller (DF) 검정[1] 통계량이라고 하며, 

이 통계량에 한 임계값(critical value)를 Dickey and 

Fuller가 표로 제시하 다. 만일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정상 시계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통상 인 t 검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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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DF 검정은 랜덤워크 과정이 상수항을 가지는 경우, 비

확률 추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 각각의 귀무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한편, DF 검정을 한  세 가지 모형 설정 모두, 오

차항에 자기상 이 있지 않다는 가정이 제된다. 오차항

에 자기상 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기 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여 이루어지는 단  검정을 adjusted DF 검

정이라고 한다.

 




 

  




 

   




 

  이때 귀무가설은 모두   , 즉 해당 시계열이 비정상

(non-stationary)이라는 것이고, 립가설은   , 즉 해

당 시계열이 정상 시계열이라는 의미가 된다.

3.2. Phillips-Perron 검정(PP 검정)

   DF 검정의 가정은, 오차항이 독립 이며 동일한 분포

를 한다는 것이다. 한, ADF 검정은 설명변수에 시차를 

갖는 차분 값을 포함함으로써 자기상 의 문제를 고려하

고 있다.

  PP 검정[5]은, 시차를 갖는 차분 값의 포함 없이 자기상

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PP검정은 다음 두 가

지 회귀분석을 고려한다.

i)    

ii)         

   식 i)에 해서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       , 

 
 , , 그리고  

    이다.

  한, 식 ii)에 해서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이다.

3.3. Elliott-Rothenberg-Stock 검정(ERS 검정)

  앞선 두 가지 단 근 검정의 단 은 실제 데이터 생성 

과정이 계수가 1에 가까운 AR(1) 과정인 경우 검정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ERS 검정[2]은 Dickey-Fuller 단 근 

검정을 변형시켜 검정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기각역은 Elliott, Rothenberg and Stock이 표로 

제시하 다.

3.4. Schmidt-Phillips 검정(SP 검정)

   DF 검정의  다른 단 은 불필요한 매개 변수(즉, 결

정론  회귀 계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 는 확정되

었다고 해도 립가설하에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

이다. Schmidt and Phillips[4]는 귀무가설과 립가설하에

서 동일한 일련의 불필요한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 

Lagrange multiplier(LM) 검정 방법을 제안했다. 한, 이 

검정 방법에서는 선형 추세보다 높은 다항식을 고려한다.

    ,   
⋯ 

   , ～  
  검정 통계량은  회귀 식을 실행함으로써 구성된다.

  

  우선     (여기서 는 의 추정량)를 계산한

다. 다음으로     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검정을 한 회귀 식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 는 오차항

  SP 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이며,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5. 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 검정(KPSS 검정)

   앞서 소개한 검정법들에서는 귀무가설이 단 근 과정

이었지만 KPSS 검정[3]은 귀무가설이 정상 과정

(stationary process)이다. 따라서 KPSS 검정을 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시계열이 단 근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KPSS 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

을 고려한다.

    , ～   
  

  여기서 는 랜덤워크이다.   이면 이 모델은 결정론

 회귀 변수만 남아 상수로 간주한다. 귀무가설 하에서 

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는 추세가 고정된 경우, 즉 

   수  하에서 고정된 경우가 된다.

  먼  벨이나 추세를 테스트할지 여부에 따라 상수 

는 추세에 해 의 회귀 식을 세운다. 그다음 이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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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잔차의 부분 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은  단계에서 구한 오차 분산의 추정치이다.

  

4.  단기  구조변화 감지를 한 시각화

   장기 시계열이 주어진 상황에서, 단기 으로 구조변화

를 감지하기 해서는, 우선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분할

하여 검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길이와 간격을 어

떻게 정하여 분할해야 하는지에 한 명확한 기 은 없다. 

이는 도메인과 데이터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최

화를 진행하거나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의 하나로는 상호작용  시각화

(interactive visualization)로 하여  사용자의 정보에 한 

인지 , 지각  요인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주의할 

은 partial data length는 step size보다 크거나 같게 선택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4) 시계열의 partial data length와 step size를 

이용한 분할

  부분 데이터를 추출하면 데이터마다 단 근 검정을 한

다. 만일 특정 부분 데이터의 단 근 검정 결과 비정상 시

계열일 가능성이 클 경우, 해당 부분을 강조한다.

(그림 5) 단 근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부분 

데이터를 강조한 모습

  강조된 부분의 직 과 직후의 강조되지 않은 두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추세를 비교한다. 만일 추세가 변화한 것

으로 단되면, 장기 시계열 안의 구조 변화(structural 

break) 주기와 그 후의 추세 패턴 변화를 발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추세 변화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Cox-Stuart 검정, Mann-Kendall 검정과 같은 추세 검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험

  본 실험을 해서 고려 학교 녹지캠퍼스의 2015년 9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5분 단 로 측정한 력 

사용량(kWh) 데이터를 사용하 다.

  검정 방법마다 고려하는 가정이 다르므로 강조된 부분

은 제각각이지만, 계  특성이 뚜렷해지는 11~12월, 4~5

월 사이에 있어서는 검정 방법과 계없이 일 되게 강조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6) 고려 학교 력데이터의 단기 구조변화 감지 결과

  2016년 5월 말을 기 으로 직  3개월(2016년 3월부터 

5월까지)과 직후 3개월(2016년 6월부터 8월까지)을 

Cox-Stuart 검정을 진행한 결과 자는 하향 추세인 것으

로(p-value = 2.721e-110), 후자는 상향 추세인 것으로

(p-value = 8.8397e-206)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 근 검정 결과를 시각 으로 표 하

여 단기  구조변화를 악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모든 

검정 결과가 공통으로 비정상(non-stationary) 으로 나타

난 시 의 후 기간에 한 추세 검정을 한 결과, 비정상

성이 나타난 시 을 기 으로 추세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

에 따라 단기 인 비정상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한 응

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검정 방법마다 제한 가정이 다른 만큼 비정

상성 여부를 단하는 결과도 달라지는 만큼, 모든 검정 

결과에 따라 공통으로 강조되는 시 을 찾아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의 도메인이나 특성에 따

라 용해야 하는 단 근 검정 방법이 달라질 것이므로, 

한두 가지 검정 방법만 집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이는 앙상블 방법을 통해 결과를 종합하거나, 공통으

로 강조된 부분을 시각 으로 표시해주는 방식을 통해 개

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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