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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연구는이상치가존재하는자료에적용될수있는방법을비교한연구로서, 이분산시계열모형하에
서로버스트추정방법의효용성을보이고자한다. GARCH모형하에서이상치탐지기법과 GARCH모형
을기반한로버스트추정방법의성능을비교하였다. 실제인터넷트래픽자료에두방법을적용했을때, 로
버스트추정방법이이상치탐지기법에비해덜복잡하고성능이우수함을입증하였다.

주요용어: 로버스트추정,이상치탐지,트래픽자료, GARCH모형.

1. 서론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통계적 기법으로는 Box와 Jenkins (1976)가 제안한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이있고,오차의분산이자기회귀적으로변하
는경우적절한모형으로는 Engle (1982)에의해제시된 ARCH 모형과 ARCH 모형의일반화된모형
으로 Bollerslev (1986)에의해제시된 GARCH모형등여러가지이분산성시계열모형도있다. 이런
모형들에적용되는분석과예측방법으로는우도함수, 최소제곱법, 적률추정법을이용한추정과검정
방법이있다. 이런방법들의성능은알려진바와같이오차분포가정에대해서민감하게작용한다. 또
한자료의이상치존재여부따라추정과예측에매우심각한문제를일으킬수있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해많은연구자들이다양한통계적방법을적용하여이상치를탐지하는방법을연구하고
있다. Huber (1981)는독립적인관측치의경우에표준적인통계적절차의로버스트한버전을논의하
였다. Denby와 Martin (1979), Martin (1980, 1982)은 AR 모형에대한로버스트적률추정량의효용성
을연구하였다. Martin과 Yohai (1985)는 AR과MA모형의로버스트추정량에대하여연구하였다. 한
편 Basawa 등 (1985)는시계열모형에대한로버스트스코어함수및로버스트추정량을제시하고이
방법으로부터유도된검정의효용성을논의하였다. 경제시계열자료에서나타나는이상치문제를해
결하기위하여 Franses와 Ghijsels (1999)은 GARCH모형을이용한이상치의탐지방법을제안하였고,
Charles와 Darne (2005)는재무시계열자료에서 GARCH모형을이용한이상치탐지기법의효율성을
보였다.
한편, Shao (2008)는 PAR(Periodic autoregressive)시계열에대한 Basawa등 (1985)의방법을근거

로하여로버스트추정방법을제시하였고, 그결과를실제데이터분석에적용하였다. 하명호와김삼
용 (2010)은 KOSPI자료의이상치를탐지하는데있어 GARCH모형하에서 Charles와 Darne (2005)이
제시한이상치탐지기법의효율성을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Basawa 등 (1985)에서 제시된 로버스트 추정량을 이용해 모형 적합한 결과와

Charles와 Darne (2005)에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트래픽 자료에 적합시켜 로버스트 방
법의성능을비교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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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분산성시계열모형

GARCH 모형은 오차의 분산이 자기 회귀적으로 변하는 조건부 이분산자기회귀모형인 ARCH
모형의 일반화된 모형으로 Bollerslev (1986)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 GARCH(q, p)의 모형은 수식
(2.1)과같다.

et =
√

htηt, ηt ∼ iid N(0, 1) (2.1)

Var(et |Ψt−1) = ht = α0 +

q∑
i=1

αie2
t−i +

p∑
j=1

β jht− j

= α0 + A(L)e2
t + B(L)ht,

여기서 A(L) = α1L+α2L2+· · ·+αqLq, B(L) = β1L+β2L2+· · ·+βpLp이다. 또, α0 > 0, αi ≥ 0 (i = 1, . . . , q),
β j ≥ 0 ( j = 1, . . . , p), p ≥ 0, q > 0이다.

ARCH(∞) 모형은차수가너무커서추정해야할모수가많아져비효율적이다. 그래서같은의미
를가지는 GARCH(p, q)모형을이용하면적은개수의모수를이용하여설명가능하다.
일반적으로 GARCH(1, 1)모형은시계열자료의변동성을 ARCH모형보다효율적으로탐지할수

있다고알려져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 GARCH(1, 1)모형을고려하기로한다.
GARCH(1, 1)의모형식은수식 (2.2)와같다.

et =
√

htηt, ηt ∼ iid N(0, 1) (2.2)

ht = α0 + α1e2
t−1 + β1ht−1

α0 > 0, 0 ≤ α1 + β1 < 1.

3. 이상치탐지기법및로버스트추정량

3.1. 이상치탐지기법

Charles와 Darne (2005)이제안한이상치탐지및대체기법에대해서살펴보겠다. 다음과같은절
차에따라이상치를탐지하고이상치로탐지된값들은적절한값으로대체하였고, GARCH 모형을기
반으로하여이상치를탐지하였다. 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 잔차에대해 GARCH(1, 1)모형의계수 α0, α1, β1를추정한다. GARCH(1, 1)모형식은수식

(2.2)와같다. 추정한계수를이용하여 v̂t를추정하고, v̂t는수식 (3.1)과같이구할수있다.

v̂t = e2
t − ĥt. (3.1)

두번째단계는 τ = 1, 2, . . . , n에대해 ζ̂(τ)를계산한다. ζ̂(τ)는수식 (3.2)와같이구할수있다.

ζ̂(τ) =
∑n

t=τ xtv̂t∑n
t=τ x2

t
, (3.2)

여기서 xt =
{

0, t<τ,
1, t= τ 이고, t > τ일때는 xt+k = −πk이다.

세번째단계는 τ̂를계산하게되는데 τ̂는두번째단계에서구한 ζ̂(τ)를이용하여계산할수있다.
τ̂는수식 (3.3)과같이구할수있다.

τ̂ =

[
ζ̂(τ)/σ̂a

]
[∑n

t=τ x2
t

]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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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값중최대값을 tmax (τ̂)라하고, tmax (τ̂) > C이면,그관측치는이상치라할수있다.
C는특정상수이고보통 4, 실제데이터에서는 10을사용한다. 이상치로판명된값의시점을 ξ라

고할때,다음단계를이용하여 et를 e∗t값을대체하고, e∗t값은수식 (3.4)와같이계산할수있다.

e∗t =

 et, t , ξ,

sign(eξ)
√

e2∗
ξ , t = ξ,

(3.4)

여기서 e2∗
ξ = e2

ξ − ζ̂(ξ)이다.
대체된시계열자료 e∗t을가지고단계 1부터 tmax (τ̂)가특정상수 C를넘지않을때까지반복한다.

3.2. 로버스트추정방법

Basawa 등 (1985)에서제안한로버스트추정량에대해서살펴보겠다. X(n)은 n개관측치 (X1, . . . ,

Xn)의벡터로쓰는데이관측치는 k × 1모수 θ벡터에의존하는시계열모형으로부터얻은관측치이다.
로버스트추정량을추정하기위해서는먼저로버스트스코어함수 S̃ n(θ)를구하여야한다. 추정방정식
S̃ n(θ) = 0의해가로버스트추정량이다. 여기서 S̃ n(θ)는 k × 1벡터인데각원소는 S̃ ( j)

n (θ) (1 ≤ j ≤ k)로
X(n)과 θ의함수이다.

θ의로버스트추정량을 θ̃n라하고수식 (3.5)와같이정의한다.

θ̃n = tn + n−1G−1(tn)S n(tn), (3.5)

여기서 tn은 θ에대한적절한초기추정량이다.
로버스트추정방정식을구하기위해서 ηt를 η̃t로대체한다. 여기서 ẽt는유한한분산을가지는유

계기함수이다. 이같은함수의예로는 Huber의 ψ 함수가있다. Basawa 등 (1985)에서도추정방정식
을로버스트화하기위해서 Huber의 ψ함수를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도 Huber의 ψ함수를사용하여

추정방정식을로버스트화하였다. Huber의 ψ함수는수식 (3.6)와같다.

η̃t = ψ(ηt) =

 ηt, |ηt | < k,
k × sign(ηt), |ηt | ≥ k,

(3.6)

여기서 k는양의실수이고, sign(x)는 x가양수이면 1,음수이면 −1, 0이면 0을갖는함수이다.
GARCH(1, 1) 모형 하에서 로버스트 추정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GARCH(1, 1)

모형은 수식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S n(θ) = ∂/∂θ log L(θ)은 수식 (3.7)과 같다. 여기서 θT =

(α0, α1, β1)이다.

S n(θ) = −1
2

∑ 1
ht(θ)

∂

∂θ
ht(θ) +

1
2

∑ e2
t

h2
t (θ)

∂

∂θ
ht(θ). (3.7)

또수식 (3.7)은수식 (3.8)과같이나타낼수있다.


S n(α0)
S n(α1)
S n(β1)

 =


−1
2

∑ 1
ht(θ)

+
1
2

∑ η2
t

ht(θ)

−1
2

∑ e2
t−1

ht(θ)
+

1
2

∑ η2
t e2

t−1

ht(θ)

−1
2

∑ ht−1(θ)
ht(θ)

+
1
2

∑ η2
t ht−1(θ)
ht(θ)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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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스트추정량을구하기위해서는앞에서언급한것처럼오차항에 Huber의 ψ함수,수식 (3.6)을
적용하여수식 (3.8)을로버스트화한다. 로버스트화된추정방정식 S̃ n(θ)은수식 (3.9)와같다. 단, 수
식 (3.9)에서 h̃(θ)를 h̃(θ)로표기하였다.

(
S̃ n(θ)

)
=


S̃ n(α0)
S̃ n(α1)
S̃ n(β1)

 =


−1
2

∑ 1
h̃t
+

1
2

∑ η̃2
t

h̃t

−1
2

∑ ẽ2
t−1

h̃t
+

1
2

∑ η̃2
t ẽ2

t−1

h̃t

−1
2

∑ h̃t−1

h̃t
+

1
2

∑ η̃2
t h̃t−1

h̃t


, (3.9)

여기서 η̃t = ψ(ηt), ẽt =
√

h̃tη̃t, h̃t = α0 + α1ẽ2
t−1 + β1h̃t−1이다.

S̃ n(θ)/
√

n는수식 (3.10)과같이정규분포로분포수렴하고,여기서평균행렬은영행렬,분산공분산
행렬은 F이다. F는수식 (3.11)과같이계산할수있다.

S̃ n(θ)
√

n
D−→ N3(0, F) (3.10)

F = lim
1
n

E
(
S̃ n(θ)S̃ T

n (θ)
)
. (3.11)

다음, 3 × 3행렬 Gn(θ)를수식 (3.12)와같이정의하자.

Gn(θ) = −1
n
∂S̃ n(θ)
∂θ

(3.12)

그리고 Gn(θ)는수식 (3.13)과같이확률수렴한다.

Gn(θ)
P−→ G (3.13)

테일러전개를이용하여수식 (3.14)로부터수식 (3.15)를유도할수있다.

0 =
1
√

n
S̃ n(θ0) +

1
n
∂S̃ n(θ0)
∂θ

√
n
(
θ̃n − θ0

)
(3.14)

수식 (3.14)에서수식 (3.11)과수식 (3.13)의결과에따라수식 (3.15)를따른다.

n
1
2

(
θ̃n − θ0

)
→ Nk

[
0,

{
GT (θ0)F−1(θ0)G(θ0)

}−1
]
. (3.15)

4. 트래픽자료분석결과

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는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9월 10일까지약 5개월동안미국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수집된자료이다. 12개도시에서주고받은인터넷트래픽자료로서 5분단위로트래
픽양을측정하였다. 실제분석에는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 7일간측정된자료를이용하였다. 이자
료는 (http://www.cs.utexas.edu/usersyzhang/research/ AbileneTM)에서이용할수있다. 다음그림 1은
원자료의시계열그림이다. 시계열자료가정상성으로보이지않기때문에차분을통하여정상시계열
로변환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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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자료의시계열그림

그림 2: 변환된자료의시계열그림

원자료에로그변환및차분을통해변환된자료의시계열도그림이그림 2에나타나있다. 변환한
시계열자료의시계열그림을보면이분산성이존재할것으로예상할수있는데,분산의군집화가나타
남을확인할수있다. 실제트래픽자료가이상치가없는자료로간주하고,이자료에 5개의이상치값
을랜덤하게부여한다. 이상치는 243, 275, 500, 923, 1145시점에부여되었고이시점들은랜덤하게선
택되었다. 이상치값은 2.5로부여되었다. 이상치값이부여된후의그림은그림 3에나타나있다.

이상치가부여된자료를이용하여앞에서설명한두가지방법에대해서시뮬레이션하였다. 먼저
이상치를탐지하기전의모형적합결과는표 1과같다.

Charles와 Darne (2005)이 제안한 방법에 따른 이상치 탐지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시점
243, 923, 1145, 500, 275 순서로 이상치로 생각되는 값들 5개가 탐지 되었으며, 각각의 tmax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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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상치부여후시계열그림

표 1: 이상치부여후모형적합결과

모수 추정량 표준편차 유의확률

α0 0.0207 0.0011 <.0001
α1 0.4370 0.0273 <.0001
β1 0.4266 0.0261 <.0001

표 2: 이상치탐지결과

탐지순서 시점 tmax 대체값

1 243 18.378 0.280
2 923 18.962 0.321
3 1145 19.377 0.469
4 500 19.970 0.496
5 275 20.213 0.634
6 7.834

표 3: 이상치탐지및대체후모형적합결과

모수 추정량 표준편차 유의확률

α0 0.0136 0.0016 <.0001
α1 0.2521 0.0246 <.0001
β1 0.5612 0.0340 <.0001

18.378, 18.962, 19.377, 19.970, 20.213으로 모두 1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탐지된 이상치 값들은
e∗243 = 0.28, e∗923 = 0.321, e∗1145 = 0.469, e∗500 = 0.496, e∗275 = 0.634로대체되었다. 5개의이상치값
을탐지하고대체된후계산한 tmax값은 7.834로 10보다작은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반복을멈추
게된다. 앞서부여되었던이상치 5개를모두정확히탐지해낸것을확인할수있었고, 또 tmax 값이
7.834로 10보다작기때문에이상치가없다고판단된다. 이상치대체후모형적합결과는표 3과같다.

Basawa등 (1985)가제안한 Huber의 ψ함수를이용하여추정한로버스트추정량추정하기로한다.
Huber의 ψ함수에서양의실수 k값은 0.9로하기로하였다. 추정된로버스트추정량은표 4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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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uber ψ함수를이용한로버스트추정량결과

모수 추정량 표준편차 유의확률

α0 0.0134 0.0016 <.0001
α1 0.2334 0.0279 <.0001
β1 0.5759 0.0386 <.0001

표 5: 각각의방법에따른 RMSE

이상치처리전 이상치탐지및대체 로버스트추정량

RMSE 0.2930 0.2581 0.2575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통해서앞에서살펴본두가지방법을비교하기로한다. RMSE
는수식 (4.1)과같이계산된다.

RMSE =

√√
1
n

n∑
t=1

(
Xt − X̂t

)2
. (4.1)

계산된 RMSE 값은 표 5와 같다. 그 결과 아무 방법도 적용하지 않고 모형 적합 후 계산된
RMSE는 0.2930으로 RMSE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방법을 적용
하였을때 RMSE가상당히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Huber ψ함수를이용한로버스트추정량적합결
과에대한 RMSE가이상치탐지및대체후적합한결과의 RMSE보다다소작은것을알수있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이상치탐지방법과로버스트추정량에대해서논의해보았다. 이두가지방법은
이상치가존재할경우추정시생길수있는문제에대한대처방안으로생각할수있다. 이상치가존재
하는자료에대해서일반적인모형추정과앞에서살펴본두가지방법을이용한모형추정을적합해보

았다. 시뮬레이션결과살펴본두가지방법모두 RMSE 값이일반적인모형추정의 RMSE보다작게
추정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일반적인추정방법은이상치의존재유무에따라민감한것이알려
져있다. 이를통해서이상치탐지및대체하는방법과로버스트추정량의방법은이상치가존재하는
자료에서좋은효율성을가진다고할수있다. 다만이상치탐지및대체하는방법은그과정자체가로
버스트추정량보다는좀더복잡하고,시뮬레이션결과로버스트추정량의 RMSE가다소작은것으로
보아 Huber ψ함수를이용한로버스트추정량이더간편하고좋은효율성을가진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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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Yoon Junga, Sahm Kim1,a

aDepartment of Statistics,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 robust estimator based on the GARCH model. We first

introduce the method of a robust estimate in the GARCH model and the method of an outlier detection in the
G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real internet traffic data show the out-performance of the robust estimator
over the outlier detection method in the GARCH model. In addition, the method of the robust estimate is less
complex than the method of the outlier detection method in the G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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