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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est is suggested for detecting deviations from both multivariate 
normality and independence. This test can be used for assessing the 
normality and independence of univariate time series residuals. We derive 
the limiting distribution of the test statistic and a simulation study is 
conducted to study the accuracy of the limiting distribution in finite 
samples. Finally, we apply our method to a real data of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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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어진 단변량 시계열자료 {Xt:t=1,2,…,n}에 대해 설정되는 모형

Xt= f(Xt-1,…,Xt- p)+ε t

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차 {ε t:t=1,2,…,n}가 서로 무상관이라고 가정된다. 또한 모

형과 관련된 모수에 대한 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차의 정규성이 추가적으로 가정된

다. 정규성이 가정될 경우 무상관성은 독립성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무상

관성을 독립성이라고 표시하여도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정된 시계열모형

의 적절성은 잔차

e t=Xt- f̂ (Xt-1,…,Xt-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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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상관성과 정규성의 탐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차

의 무상관을 탐색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표본 자기상관함수(sample autocorrelation 

function)과 표본 편자기상관함수(sample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는 

고전적인 Box-Jenkins 방법과 Ljung-Box (1978) 퍼트맨토 통계량(portmanteau 

statistic)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정규성을 탐색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그

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알아보는 정규확률그림(normal probability plot)과 단변량 정규

성 검정으로 Shapiro-Wilk (1965) 검정, Kolmogorov-Smirnov 검정 (Conover(1971)의 

6장 참조) 등이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두 번에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단변량 시계열잔차의 무상관성과 정

규성에서의 이탈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하나의 검정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 기본적인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주어진 잔차를 서로 겹치지 않

게 다변량 자료로 변환한 후 각 변수를 표준화시킨다. 이 표준화된 변수에 대해 표준

정규분포의 분위수를 이용하여 각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동일한 범주형 변수를 만든

다. 이렇게 만든 범주형 변수들에서 다차원 분할표를 만들고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결국 다변량 정규성과 독립성에서의 이탈을 동시에 

탐색하는 검정법이다. 먼저 개개의 원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만드는 과정에 표준정규

분포의 분위수를 사용함으로써 정규성에서의 이탈에 검정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으

며, 이 범주형 변수에서 만들어지는 분할표의 독립성 검정을 통해 독립성에서의 이탈

을 탐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단변량 시계열 자료를 서로 겹치지 않게 다변량 

자료로 변환한 후 이 자료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단변량 시계

열 자료의 정규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검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제안된 검정의 절차를 간

략히 소개하며, 관찰도수 벡터 및 카이제곱 통계량의 독립적 다변량 정규성 하의 점

근분포(asymptotic distribution)를 유도한다. 3절에서는 2절에서 유도한 카이제곱 통계

량의 점근분포가 유한표본(finite samples)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보는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시계열자료에 적절한 모형을 적합한 후 나오는 잔차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는 실제 적용 예제를 제시한다.  

2. 검정통계량과 점근분포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할 표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I,e  및 0은 

각각 단위행렬, 모든 원소가 1인 벡터 및 모든 원소가 0인 벡터나 행렬을 나타낸다. 

차수를 나타낼 때는 첨자로서 나타내고 차수가 문맥상 분명하면 생략하기로 한다. 또

한 모든 벡터는 열벡터이지만 편의상 논문에서 원소를 나열할 때는 행벡터로 나타내

기도 한다. 

평균이 μ이고 공분산행렬이 Σ인 p -차원 다변량 정규분포를 Np(μ,Σ )로, 자유

도가 f인 카이제곱분포를 χ
2(f )로 나타내기로 하자. 또한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도

함수와 누적분포함수를 각각 φ와 Φ로 나타내기로 하며, 표준정규분포의 p -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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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ξ p=Φ
-1(p)로 나타내기로 한다.

원자료 Y 1,Y 2,…,Yn은 서로 독립인 다변량 정규분포에서의 확률표본이다. 다시 

말해 원자료는 공분산행렬이 대각행렬 D= diag( σ21,σ
2,
2 …,σ

2
p)인 Np(μ,D )에서의 확

률표본인 것이다. 여기서 각 관찰벡터의 원소는 Yi= (y i1 ,…,y ip)로 나타내기로 하

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자료 벡터에서 각 변

수를 표준화시킨다. 다시 말해 각 변수의 표본평균이 0이고 표본분산이 1이 되도록 

변환시켜

z ij=(y ij- y j )/s j  ( i=1,…,n; j=1,…,p)

표준화벡터 Z i= (z i1 ,…,z ip )를 계산한다. 여기서 y j,s j ( j=1,…,p)는 각각 j번

째 변수 y 1j,…,y nj의 표본평균과 표본표준편차이다. 이 때 편의상 표본분산에는 분

모가 n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규분포에서 모분산의 최대우도추정량이다. 다음으로 

이 표준화벡터를 이용하여 그룹화를 통해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이 근사적으로 동일한 

범주형 변수를 만든다. 다시 말해 각 범주형 변수가 취하는 범주의 수를 d로 나타낼 

때 표준정규분포의 분위수 ξ p=Φ
-1
(p) 를 이용하여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이 근사적

으로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변환시킨다.

만약 ξ ( k- 1)/d < z ij≤ ξ k/d이면 t ij= k이다. (단, k=1,…,d)
여기서 P( t ij= k)≈1/d가 만족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룹화 과정에서 각 범주

형 변수가 범주의 수를 다르게 가지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론전개와 적용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범주의 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이 범주형 벡터 

Ti=( t i1 ,…, t ip )  ( i=1,…,n)으로부터 π= (π 1,…,π p) (π i=1,…,d )와 일치되

는 관찰도수

u π= ∑
n

i=1
I (Ti=π)

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I(A)은 A가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인 표시함수

(indicator function)이다. 이 관찰도수로 구성되는 p -차원 분할표의 독립성을 검정하

는 피어슨-피셔(Pearson-Fisher)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X 2=∑
π

(u π-n/d
p) 2

n/d p

을 통해 다변량 정규성과 독립성을 검정하게 된다. 여기서는 E(u π)≈n/d
p가 되는 

것을 이용하 기 때문에 아주 계산이 쉬운 검정통계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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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로 독립인 다변량 정규성 가정 하에서 관찰도수 u π의 벡터와 카이제곱 검

정통계량의 점근분포를 유도하도록 하겠다. 먼저 점근분포를 표시할 때 필요한 여러 

벡터 및 행렬을 정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Un=(u nπ )는 차수가 d
p × 1인 관찰도수 

벡터이다. 이 벡터는 표준화된 벡터의 함수이며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Un(Z 1 ,…,Zn )라고 표기하도록 하겠다. 점근분포를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Un의 원

소 u π는 표준순서에 의해 나열되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해당 셀 벡터 

π= (π 1,π 2,…,π p )의 첫 번째 원소 π 1이 1에서 d까지 가장 빨리 변하고, 두 번째 

원소 π 2가 두 번째 빨리 변하고, π p가 가장 느리게 변하는 순서에 따라 u π가 순서

대로 나열되어 Un가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j=1,…,d에 대해서 ζ j=Φ
-1
(j/d ) ,

ψ j=φ(ζ j-1)-φ(ζ j ),   ω j=ζ j-1 φ(ζ j-1)-ζ jφ(ζ j ),

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φ(±∞)≡0라는 극한값을 관례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D 1은 차수가 d
p × p인 행렬로서 i번째 열이 벡터 (d ψ 1e i,dψ 2e i,…,dψ pe i )을 

d p- i번 되풀이해서 만들어지는 벡터이다. 여기서 e i는 1이 d
i- 1개인 벡터이다. D 2

는 행렬 D 1에서 ψ i를 ω i로 대체해서 만들어지는 행렬이다.

관찰도수 벡터 Un과 카이제곱 통계량 X
2의 점근분포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1. Y 1,Y 2,…,Yn이 공분산행렬이 대각행렬 D= diag( σ
2
1,…,σ

2
p)인 정규분

포 Np(μ,D )에서의 확률표본이면, n→ ∞일 때

n
-1/2
(Un-n e/d

p
) ──→

d
 N dp(0,Σ )

가 성립한다. 여기서

Σ= I/dp- ee t/d 2p-D 1D
t
1/d

2p-D 2D
t
2/(2d

2p)

이다.

증명: 관찰도수 벡터 Un(Z 1 ,…,Zn)은 표준화된 벡터 Z 1,…,Z n의 함수이므로 위

치-척도 불변통계량(location-scale invariant statistic)이다. 따라서 이 벡터의 분포는 

위치-척도 모수인 θ= (μ,D )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통계량(ancillary 

statistic)이며 θ의 완비충분통계량(complete and sufficient statistic)인 

( y 1,…, y p, s
2
1,…,s

2
p)과 서로 독립이 된다.

따라서 모든 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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ℒ θ (Un(Z 1 ,…,Zn ))=ℒ θ0
(Un(Z 1 ,…,Zn ))

=ℒ θ 0 (Un(Z 1 ,…,Zn ) | y i=0,s
2
i=1∀i )

=ℒ θ 0 (Un(Y 1 ,…,Yn ) | y i=0,s
2
i=1∀i )

               (1)

가 성립한다. 여기서 θ 0= (0, I )는 고정된 값이며, 마지막 등식은 표본평균이 0이고 

표본분산이 1이면 표준화된 변수는 원변수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Park (1995)의 조건

부 극한이론(conditional limit theore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의 식 (1)의 조건 

y i=0, s
2
i=1 ∀i를 정준충분통계량(canonical sufficient statistic)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임의의 p -벡터 y= (y 1,…,y p)에 대해 s(y)= (y,d(y))라고 정의하자. 단 여

기서 d(y)= (y
2
1,…,y

2
p )로서 제곱으로 구성된 벡터이다. 그러면 정준충분통계량은 

∑
n

i=1
s(y i)로 주어지면 조건은 ∑

n

i=1
s(y i)/n= (0 p,e p)가 된다. 따라서 식 (1)은

ℒ θ0 (Un(Y 1,…,Yn ) | ∑
n

i=1
s(Yi )/n=(0 p,ep ))

가 된다. 다변량 정규분포에서는 Park (1995)의 Corollary 1의 조건을 쉽게 만족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Park (1999)의 Theorem 1을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n→ ∞일 때 

n
-1/2
(Un-n e/d

p
) ──→
d
N dp(0,A-BC

-1
B
t
)

가 성립한다. 여기서 

A=Cov θ0(U 1 (Y 1 )), B=Cov θ0(U 1 (Y 1 ),s(Y 1 )), C=Cov θ0(s(Y 1 ))

이다. 그런데

A= I/d
p
-ee

t
/d
2p
, B=(D 1,D 2)/d

p
, C=diag( I p,2I p)

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Σ=A-BC
-1
B
t
= I/d

p
- ee

t
/d
2p
-D 1D

t
1/d

2p
-D 2D

t
2/(2d

2p
)

가 성립하며 증명이 완료된다.                                                ⃞

정리 2.  정리 1의 조건 하에서 n→ ∞일 때 

X 2 ──→
d
W 1+(1-da)W 2+(1-db/2)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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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한다. 여기서 W 1,W 2,W 3은 서로 독립이며 각각 자유도가 d
p
-1-2p, p, p

인 카이제곱 확률변수이며, a= ∑
d

j= 1
ψ 2j,  b= ∑

d

j= 1
ω 2j이다.

증명: X 2= (Un-ne /d
p) t (Un-ne /d

p) /(n/d p )가 만족하기 때문에 X 2의 점근

분포는 ∑
d p

i=1
λ iW i가 된다. 여기서 λ i는 

E=dpΣ= I- ee t/dp-D 1D
t
1/d

p-D 2D
t
2/(2d

p)

의 고유값이며 Wi는 서로 독립인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확률변수이다.

간단한 연산에 의해

∑
d

j=1
ψ j= ∑

d

j=1
ω j=∑

d

j=1
ψ jω j=0

이 만족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e
t
D 1=0, e

t
D 2=0, D

t
1D 2=0이며 

e te= dp, Dt1D 1= d
p+1aI,Dt2D 2=d

p+1 bI

가 만족된다. 따라서 e te/d p, Dt1D 1/(d
p+ 1a),Dt2D 2/(d

p+ 1b)는 서로 직교하며 계수

가 각각 1,p,p인 멱등행렬(idempotent matrix)이 된다. 따라서 E의 고유값은 1이 

d p-1-2p번, 1- da가 p번, 그리고 1- d b가 p번 반복되며 0이 한번 나타난다. 

따라서 증명이 완료된다.                                                      ⃞

3. 모의실험과 적용 예제

이 절에서는 먼저 정리 2에 주어진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의 점근분포가 유한표본에

서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보는 간단한 모의실험을 실행하고, 다음으로 실제 시계열자

료에 모형을 적용하고 나오는 잔차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해보고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과 비교하는 예제를 제공한다.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의 점근분포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는 한 가지 경우만 제공하는

데, 아주 많은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해 보았지만 셀의 숫자인 d p가 너무 작지 않

으면 모두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경우는 

p= d=3인 경우로서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의 점근분포는

χ2(20)+0.207χ2(3)+0.779χ2(3)

가 된다. 이 모의실험에서는 네 가지의 표본크기 n= 27,54,135 및 270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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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경우 각 셀의 평균관찰도수(average cell count)가 1, 2, 5 및 10이 된다.

모의실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표본크기 n에 대해 N 3(0, I )에서 표본

크기 n인 표본을 500개 생성하여 각각의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을 계산한다. 이 500개

의 카이제곱 통계량의 순서통계량과 점근분포에서 계산되는 기대값을 산포도로 그리

는 카이제곱확률도(chi-squared probability plot)를 그려 점근분포의 정확성을 간접적

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점근분포가 카이제곱 확률분포의 선형결합형태로 나타나기 때

문에 수리적으로 순서통계량의 기대값을 구하지 않고 모의실험 방법에 의존하여 계산

하 다. 구체적으로 점근분포에서 표본크기 500인 표본을 100개 생성하여 100개 표본

의 순서통계량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기대값으로 사용한 것이다. 모의실험의 결과인 

카이제곱확률도를 정리한 것이 <그림 1>에 주어져 있다.

<그림 1>의 카이제곱확률도에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 넣었는

데 이 직선은 카이제곱 통계량의 표본분포가 점근분포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이

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선이다. 카이제곱확률도를 관찰하여 보면 평균관찰도수가 2, 

5 및 10인 경우는 점근분포가 아주 좋은 근사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

관찰도수가 1인 경우는 이산성(discreteness)이 너무 심해 점근분포가 좋은 근사분포

라고 판단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시계열자료에 모형을 적합시켜 나오는 잔차의 정규성과 무상관성을 

<그림 1> 카이제곱확률도 

평가하는 실제 적용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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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yoming 주의 Yellowstone 국립공원의 간헐천 자료(geyser data)이다. 이 자료

는 S-Plus에 자료집합으로 나와 있으며 분출사이의 대기시간과 분출지속시간의 두 가

지 시계열이 399개 있는데 여기서는 대기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대기시간에 S-Plus의 AR이라는 절차를 적용하 는데 이것은 아카이케 정보기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의해 최적의 자기회귀모형을 찾아주게 된다. 자기상

관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율-워커 방정식(Yule-Walker equation)을 사용하 더니  

AR(2)이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차수 25까지의 자기상관계수와 편자기상관계수

는 모두 95% 신뢰구간 안에 위치하고 있어 Box-Jenkins 방법에 의한 잔차의 무상관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공식적으로 6, 12, 18, 24개의 표본 자기상

관계수를 사용하여 행한 Ljung-Box (1978) 검정에서도 (근사적) 유의확률이 모두 0.3

이상으로 나와 무상관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apiro-Wilk (1965) 

검정 및 Kolmogorov-Smirnov 검정에서 모두 (근사적) 유의확률이 0.15보다 크게 나

타나 잔차의 정규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 역시 제시되지 못했다.

이제 앞의 대기시간 시계열잔차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

다. 먼저 3개의 잔차를 겹치지 않도록 묶어서 99개의 3차원 다변량 관찰치로 만들어 

d= 3을 적용하 더니 카이제곱 통계량이 41.45로서 z점수(z-score)가 2.79가 나왔다. 

z점수가 2.79이기 때문에 정규성이나 독립성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바로 전시점과 현시점 잔차사이의 산포도를 그려 보면 전시점 잔차의 값이 커

짐에 따라 현시점 잔차의 분산이 커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어 독립성을 만족하고 있

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무상관성이나 정규성 탐

색 및 검정 방법에서 쉽게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동시 검정방법에

서 찾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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