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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site lognormal-GPD models (LN-GPD) enjoys both merits from log-normality for the body of

distribution and GPD for the thick tailedness of the observation. However, in the estimation perspective,

LN-GPD model performs poorly due to numerical instability. Therefore, a two-stage procedure, that esti-

mates threshold first then estimates other parameters later, is a natural method to consider. This paper

considers five nonparametric threshold estimation methods widely used in extreme value theory and com-

pares their performance in LN-GPD parameter estimation. A simulation study reveals that simultaneou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performs good in threshold estimation, but very poor in tail index estima-

tion. However, the nonparametric method performs good in tail index estimation, but introduced bias in

threshold estimation. Our method is illustrated to the service time of an Israel bank call center and shows

that the LN-GPD model fits better than LN or GPD model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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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가 접하는 많은 자료의 분포 함수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임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

득(income), 인터넷 통신에서 트래픽 사이즈(traffic size), 은행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시간(service

time)을 비롯하여 보험 회사의 리스크(risk) 등 수 많은 자료들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실증자료들의 분석의 경우 단순하게 로그 변환한 다음에 정규분포로 적합하는 이른
바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LN)를 적합하여 추정과 검정하는 방법이 널리 쓰인다. 혹

은 자료의 꼬리가 두텁고 길며 분포의 리스크 추정을 비롯한 극단값(extreme value)에 관심이 있을 경
우 peak over threshold(POT) 원칙에 기반하여 일반화 파레토 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를적합하기도한다.

하지만, 로그-정규분포 혹은 일반화 파레토 분포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 다음과 같
은 문제가 있음이 제기 되고 있다. 먼저 로그-정규 분포의 경우 Mandelbrot (1997)는 로그-정규분포의
확률 밀도가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되고 모든 적률이 존재하는 등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 로그-정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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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합은 다시 로그-정규분포가 되지 않아 극한 이론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 모집단의 적률이 작

을 경우, 즉 꼬리가 얇은 경우, 추정이 불안정하며 오염(contamination)에 로버스트 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표본 적률이 모집단 적률에 수렴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로그-정규분포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든 원인은 두터운 꼬리의 영향이 로그-정규분포에서 무시할 수
없을정도로크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이에 반하여 POT 모형에 기반하여 GPD 분포를 적합하게 될 경우에는 임계점 이상의 값만 택하여 모

형을 적합하기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의 손실이 야기된다. 요약하자면 로그-정규분포의 경우 쉽고 단순
하며 데이터의 소실은 없지만 두터운 꼬리의 영향으로 추정 및 모델링이 어려워 지는 단점이 존재하고,

GPD 분포를 이용하는 POT 모형의 경우 꼬리를 잘 설명해 주지만 막대한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로그-정규분포와 GPD 분포의 합성(composite)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Cooray와 Ananda (2005)는 로그-정규와 파레토 합성 분포를 제안하였다. 또

한 새로운 로그-정규와 파레토 합성 분포를 통해 Danish 화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분포를 사용

한것보다훨씬더좋은적합도를보임을보고하였다.

Cooray와 Ananda (2005) 이후 로그-정규의 합성 분포는 Scollnik (2007), Nadarajah와 Bakar (2014)

등에 의해서 GPD를 비롯한 다른 분포함수와의 합성으로 확장되었다. 두 분포 함수의 합성은 기본적으

로임계점 θ와표준화상수(normalizing constant) 및확률밀도함수 f1, f2에대해서밀도함수가

f(x) =

{
cf1(x), 0 < x ≤ θ,

cf2(x), θ ≤ x
(1.1)

의 형태로 이루어져 최대우도추정량은 명시적 수식으로 주어지지 못하고,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수

의추정이이루어지게된다. 따라서자료의수가많고모수가많으면정확한모수의추정이어렵게되는

단점을가지고있게된다. 즉임계점을포함하여동시에모든모수를수치적으로찾는방법은시간이오

래 걸리고 때때로 실패하며 매우 불안정한 추정값을 주게 된다. 이 모든 복잡성은 임계점 θ가 우도 함

수에의존하기때문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임계점을먼저추정을하고, 그에따라서나머지모수를
추정하는 2단계접근법을고려한다면계산도훨씬빠르고정확한추정량을줄것이라기대할수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그-정규분포와 GPD 합성분포(composite lognormal-GPD models; LN-GPD)의

빠르고 정확한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임계

점 θ를 비모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성능을 살펴본다. 또한 2단

계 추정 방법이 최대우도추정방법과 비교하여 유한 표본에서 수치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참값에 가
까운 모수 추정값을 주는지, 또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알기위해서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포함한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론들의 성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POT 모델링

에서 많이 제안된 임계점 선택 방법들로 Hill (1975)이 제안한 적합성 검정방법에 기반을 둔 선택법,

Drees와 Kaufmann (1988)이 제안한 계층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 Gonzalo와 Olmo (2004)에서 사

용한 Kolmogorov-Smirnov 거리에 기반을 둔 적합성 측도를 이용한 방법, Nguyen과 Samorodnitsky

(2012)의 Greenwood 통계량을 이용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또한 Hill (1975)이 원래 제안한 방법이 매

우 큰 임계점을 추정하는 단점을 가짐이 잘 알려져 있어 이를 보안한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그 성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LN-GPD 합성 모형을 소개하고 임계점을 추정하는 여러

방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여러 임계점 추정 방법들의 유한 표본 성능을

비교 분석하며, 제 4장에서는 이스라엘 은행 콜센터의 서비스 시간에 대한 자료 분석에 대한 실증 분석

을다루었으며, 결론을제 5장에서술하였다



Threshold estimation for the composite lognormal-GPD models 809

2. LN-GPD 합성 분포 및 임계점 추정 방법

본장은 LN-GPD 합성분포및본논문에서사용한임계점추정방법에대해서간략히소개한다.

2.1. LN-GPD 합성 분포

LN-GPD 합성 분포는 수식 (1.1)에서 살펴보듯이 임계점 θ를 기준으로, 임계점보다 작은 경우(몸통 부

분, body of distribution)로그-정규분포를따르고,임계점이상의경우(꼬리부분, tail of distribution)

GPD 분포를따르는혼합분포이다. LN-GPD 합성분포의밀도함수는혼합가중치 r에대해서

f(x) = rf1
(
x|µ, σ2, θ

)
1{x≤θ} + (1− r)f2(x|α, τ, θ)1{x≥θ}, (2.1)

f1(x|µ, σ2, θ) =
1

Φ

(
log θ − µ

σ

) 1

xσ
√
2π

e−
1
2 (

log x−µ
σ )

2

,

f2(x|α, τ, θ) =
1

τ

(
1 +

x− θ

ατ

)−α+1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f1(x)는 로그-정규분포의 밀도 함수이고, f2(x)는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밀도

함수이다. 하지만 LN-GPD 모델은 두 분포의 혼합(mixture)가 아니라 두 분포를 임계점을 기준으로

이어 붙인 분포이므로 Scollnik (2007)은 밀도 함수가 임계점에서 연속적이고 미분가능 할 수 있는 분포

가 되도록 제안하였다. 연속적인 분포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f(θ−) = f(θ+)이므로 혼합가중치 r은

다음을만족한다.

r
(
µ, σ2, α, θ

)
=

√
2πα, σ,Φ(θ∗)e

θ∗2
2

√
2πασΦ(θ∗)e

θ∗2
2 + ατ

, θ∗ =
(log(θ)− µ)

σ
.

비슷하게 임계점에서 미분가능하기 위해서는 f ′(θ−) = f ′(θ+)을 만족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조건은 다

음과같다.

µ = log θ − σ2 (θ − τ)α+ θ

ατ
.

2.2. 임계점 추정 방법

임계점 추정은 POT 모델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활발한 연구
가진행되었다. 본섹션에서는본논문에서고려한극단값이론에서널리쓰이는임계점추정방법에관
해서 기술한다. 기술적인 설명을 위해 먼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밝혀둔다. 분포 함수 F가 정칙변동

꼬리(regular varying tail)을가졌다는것은꼬리지수(tail index) α > 0에대해서

F (x) := 1− F (x) = L(x)x−α, α > 0 (2.2)

을의미한다. 여기에서 L(x)는느린변동함수(slowly varying function)이며

lim
x→∞

L(tx)

L(x)
= 1, ∀ t > 0

을 만족하는 함수이다. 다른 조건이 없다면 순서화된 자료 X(1) ≤ · · · ≤ X(n)는 꼬리 지수 α를 가지는

정칙변동꼬리를가지는분포함수에서얻어진자료임을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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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Hill (1975)의 적합성 검정법 및 개선방법 가장 먼저 살펴볼 방법은 최적 임계점 선정방법

의 기본이 되는 Hill (1975)이 제시한 방법이다. Hill (1975)은 느린 변동 함수 L(x)를 상수로 가정하고

조건부 MLE를통해서꼬리지수 α를추정하는 Hill 추정량을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α̂−1
k,n :=

1

k

k∑
i=1

{
logX(n−i+1) − logX(n−k)

}
. (2.3)

또한 파레토 분포의 로그 변환은 지수분포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임계점은 로그 변환된 자료에 대해서
지수 분포를 잘 따르는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Hill (1975)은 X(n−k+1), . . . , X(n)에 대해서 카이 제

곱 적합도 검정(Chi-square goodness-of-fit test)을 실시하여 지수분포를 따름이 채택되면 k를 하나씩

증가시켜 결국 지수분포를 따르지 않음이 최초로 나타나는 k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 방

법을 Hill이라부를것이다.

하지만, Hill (1975)이 원래 제안한 방법의 경우 임계점을 너무 크게 잡아 꼬리 쪽에 해당하는 자료 수

k가 지나치게 적게 추정되어 꼬리 지수 추정에도 편이와 변동이 크게 되는 단점이 생긴다. 이는 Hill 방

법이 최대값부터 X(n)부터 시작하여 꼬리로 부터 자료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지수분포를 따르게 되는

최초의 값을 임계점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계점을 크게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본 논문은 일정 구간에서 지수 분포를 따름이 기각이 되는 임계점 후보를 찾아내고 이 중에
서 가장 작은 임계점을 고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1 ≤ k ≤ km = n.8에 해당하는 모든 k에 대해

서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고 지수 분포를 따름이 기각되는 k 가운데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

여 Xn−k+1는 지수 분포를 따르는 가장 작은 임계점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Hill2라고 명하였으며 카

이 제곱 적합도 검정에서는 데이터를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이에 기반을 두어 기대 도수(expected

frequency)와관찰도수(observed frequency)를계산하였다.

2.2.2. Drees와 Kaufmann (1998)의 계층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 Hall과 Welsh (1985)는 느

린변동함수에대해서 2차항까지의근사를가정했을때

F (x) = Cx−α (1 +Dx−ρα + o
(
x−ρα)) .

Hill 추정량의점근적 MSE를가장작게만드는임계점은

θoptn ∼
(
C2ρ(ρ+ 1)2

2D2ρ3

) 1
2ρ+1

n
2ρ

2ρ+1

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 공식을 쓰기위해서는 다른 모수들 C, D를 비롯한 ρ ̸= 0의 값을 추정해야하는

단점이있다. Drees와 Kaufmann (1998)은모수추정과정에서어떠한사전정보도필요없는계층알고

리즘을이용한방법을통해임계점을찾은방법을제안하였다. 다음의정지시점(stopping time)

θ̄n(kn) = min
u∈{2,...,n}

{
max
2≤i≤u

i
1
2
∣∣α̂−1

i,n − α̂−1
u,n

∣∣ ≥ kn

}
(2.4)

에대해서 Hill 추정량의 MSE를가장작게해주는임계점은

θ̂DK =

[
(2ρ̂n + 1)

− 1
ρ̂n

(
2α̃−2

n ρ̂n
) 1

2ρ̂n+1

(
θ̄n
(
kξ
n

)(
θ̄n(kn)

)ξ
)] ξ

ξ−1

으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ξ는 0과 1 사이의 임의의 상수이며 ρ̂는 느린 변동 함수의 2차항 근사의 속도
를결정하는모수이며 α̃는꼬리지수 α의일치추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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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자료 분석에서는 초기 kn 및 초기 추정량을 토대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ûn을 구한
다. Drees와 Kaufmann (1998)의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ξ = .7, kn = 2.5α̃n.25로 택하였으며 α̃는

[2
√
n]개의 상위 순서통계량을 사용한 Hill 추정량이다. 또한, ρ의 추정의 경우 2차 근사 모수 ρ에 대한

일치추정량들의 성능이 매우 불안정하고 Baek 등 (2009)에서 밝혔듯이 GARCH 모형을 비롯해 많은

모형에서이론적으로 ρ의값이이론적으로 1이되어 ρ = 1로고정하여임계점을구하였다.

2.2.3. Gonzalo와 Olmo (2004)의 Kolmogorov-Smirnov 거리를 이용한 방법 우리가 다루

는 LN-GPD 모형의 경우 꼬리가 GPD를 따름을 알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분포에 대한 비모수 검정

인 Kolmogorov-Smirnov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Gonzalo와 Olmo (2004)에서 서술한 구체적인 방법
은다음과같다. 임의의임계점 X(n−k+1), 1 ≤ k ≤ [n/4]을기준으로크거나같은값들을통해 MLE를

통해서 GPD 분포의모수를추정하고이를 α̂n(k), σ̂(k)라고하자. 이에대한분포함수는다음과같다.

FG
α̂n(k),σ̂(k)(x) =


1−

(
1 +

x−X(n−k+1)

ασ

)−α

, if α ̸= 0,

1− e−
x−X(n−k+1)

σ , if α = 0.

한편, 경험적누적분포함수(empirical distribution)는

Fk,n(x) =

n∑
i=1

1
(
X(n−k+1) ≤ Xi ≤ x

)
n∑

i=1

1
(
Xi ≥ X(n−k+1)

)
이므로 꼬리의 자료가 GPD 분포로 잘 근사할 수 있다면 불일치 정도(measure of discrepancy)를 재는

Kolmogorov-Smirnov 거리

dP
(
Fk,n, F

G
α̂n(k),σ̂n(k)

)
=
√
k sup

∣∣∣Fk,n(x)− FG
α̂n(k),σ̂(k)(x)

∣∣∣
를 통해 임계점 Xn−k+1 이상의 자료가 GPD분포와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임계점은

θ̂KS = argmin
1≤k≤[n

4
]

dP
(
Fk,n, F

G
α̂n(k),σ̂n(k)

)
로주어진다.

2.2.4. Nguyen과 Samorodnitsky (2012)의 포아송 임의 측도에 기반한 방법 정칙 변동 꼬리

를가지는분포에서추출한임계점이상의상위순서통계량들은멱함수꼴

µ∗(x,∞] = x−α, x > 0 (2.5)

을 가지는 포아송 임의 측도(Poisson random measure)에 의해서 실현된 점질량(point mass)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snick, 1987). 따라서 순서통계량 Xn−k ≤ · · · ≤ Xn을 멱함수꼴의 포아송

임의 측도 (2.5)를 따르는 포아송 과정에서 뽑은 자료라고 여긴다면 포아송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logX(n−i+1)/X(n−k)는 평균이 1/α인 지수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임계점 Xn−k는 로그 변환된 자
료 logX(n−i+1)/X(n−k), i = 1, . . . , k가 얼마나 지수 분포에 가까운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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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arameter estimation according to sample size

Hill Hill2 D.K methold K.S test N.S method MLE

n = 1,000

Mean α 2.798 2.999 2.642 2.646 2.435 2.693

Mean Threshold 3.705 0.826 2.954 2.585 2.179 1.796

RMSE α 0.614 0.031 0.596 0.562 0.637 20.044

RMSE Threshold 1.728 1.175 0.990 0.692 0.513 0.487

n = 5,000

Mean α 3.143 2.997 2.725 2.739 2.694 3.463

Mean Threshold 6.718 0.958 3.465 3.340 3.530 1.758

RMSE α 0.686 0.032 0.360 0.381 0.427 1.251

RMSE Threshold 4.750 1.042 1.474 1.401 1.793 0.415

n = 10,000

Mean α 3.115 3.029 2.726 2.755 2.818 3.279

Mean Threshold 8.519 1.014 3.650 3.697 4.321 1.648

RMSE α 0.660 0.0006 0.329 0.322 0.355 0.861

RMSE Threshold 6.552 0.985 1.656 1.746 2.557 0.487

Nguyen과 Samorodnitsky (2012)은 Greenwood-type 통계량

Qk,n =

√
k

2


k−1

k∑
i=1

(
logX(n−i+1)/X(n−k)

)2
(
k−1

k∑
i=1

logX(n−i+1)/X(n−k)

)2 − 2


을이용하여임계점을찾는방법을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θ̂NS = inf

{
k : 1 ≤ k ≤ n, |Qk,n| ≥ ω

√
cn
k

}
. (2.6)

또한모의실험을통해서 cn = log n2, ω = 1.645를선택하였을때가장좋은결과를산출함을보였다.

3.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의 방법 Hill 추정량(Hill, Hill2), Dress와 Kaufmann이 주장한

계층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정량(D.K method), Gonzalo와 Olmo의 K.S 통계량(K.S test), Nguyen과

Samorodnistky가 주장한 포아송과정을 이용한 방법(N.S methold)을 사용하여 최적 임계점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한다. 아울러 MLE의 결과를 같이 보고함으로써 2단계 추정법의 효율성에 대해서 비교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생성한 자료는 수식 (2.1)로 부터 추출하였다. 로그정규분포의 모수 σ = 1와

GPD의 모수 τ = 1는 모의 실험의 편의를 위해 고정하였다. 모의실험의 결과 추정값들의 성능을 비교
요약하기 위한 통계량으로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고려하였으며 RMSE는 반복수 N과 i번

째추정량 θ̂(i)에대해서다음과같이주어진다.

RMSE =

√√√√ 1

N

N∑
i=1

(
θ̂(i) − θ

)2
.

3.1. 표본크기에 따른 추정값 비교

본논문에서고려한최적임계점선택방법이표본크기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해서알아보기위

해서본절에서는실제값인임계점 θ = 2, 꼬리지수인 α = 3, 반복횟수 N = 500으로고정하였다. 그리
고표본수가 1,000, 5,000, 10,000으로증가함에따라최적임계점선택방법들의성능을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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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Boxplot for tail index estimation for different sample size. Dotted (red) line represents true tail index.

Table 3.1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임계값 및 꼬리지수를 추정한 값들에 관한 결과 요약이다. 꼬리지수

α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하자면 우선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성질이 알려진 MLE의 경우 꼬리 지수 α의

추정이 매우 불안하고 오차도가 20.044 등으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즉, 임계점을 포함하여 MLE를

구하는 것이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정하게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
체적인 추정값의 성질은 Figure 3.1에서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다. MLE의 경우 추정량들의 분산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으며, D.K, K.S 및 N.S 방법론의 경우 과소추정(underestimate)하는 경향은

있으나 분산이 작아 매우 안정된 추정값을 산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든 모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MLE의 경우 꼬리 지수에 대해서 매우 불안정한 추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 2단계 추정법이 이러한 단점

을보완해줄것이라기대할수있다.

임계값의 경우 그 결과는 더욱 흥미롭다. Figure 3.2에서 보다 명확히 관찰 할 수 있는데 MLE를 비롯

한우리가고려한다섯가지비모수적인방법들은모두편의를가지고있었다. 이는 LN-GPD분포의합

성 과정에서 부드럽게 이어붙였기 때문에 임계점을 정확하기 추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Hill 방법은 예상하였던 바 매우 큰 임계점을 추정하였으며 Hill2 방법론은 이를 개선하여 참값보다 작

은값을추정하려는경향이있었지만, 분산은 1.175, 1.042, 0.0985로매우작았다. MLE의경우편의가

가장 작았으나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분산은 가장 컸으며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작은 임계값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Hill, D.K, K.S 및 N.S 방법론들은 참값보다 큰 임계점을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경우 (n ≥ 5,000)에는 D.K, K.S 및 N.S 방법

모두 비슷한 추정값을 주었으나 D.K 방법이 가장 작은 분산을 주어 D.K 방법이 좀 더 우수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RMSE 측면에서는 MLE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비모수적인 방법으로는 본 논문

이 제안한 Hill2 방법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 Hill2가 Hill에 비해서 편의를 줄이는 이유는 앞서 설명하

였듯이일정한구간에서지수분포를따름이기각되는가장작은임계점을선택하기때문이다.

요약하자면 MLE의 경우 임계점의 추정에서는 다른 방법론과 비교하여 비교적 참값에 가까우면서도
RMSE가 적은 좋은 추정량이었지만 꼬리 지수의 추정은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 반면 새롭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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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Boxplot for threshold estimation for different sample size. Dotted (red) line represents true threshold.

Table 3.2. Parameter estimation according to tail index when the sample size n = 5,000.

Hill Hill2 D.K methold K.S test N.S method MLE

α = 1.7

Mean α 1.836 1.821 1.853 1.942 1.858 1.705

Mean Threshold 9.691 0.954 3.136 2.425 3.777 1.849

RMSE α 0.373 0.121 0.199 0.285 0.225 0.311

RMSE Threshold 7.842 1.046 1.149 0.660 2.336 0.291

α = 2.5

Mean α 2.418 2.243 2.264 2.254 2.255 2.407

Mean Threshold 7.760 0.956 3.323 2.896 3.588 1.786

RMSE α 0.464 0.256 0.292 0.295 0.328 0.508

RMSE Threshold 5.820 1.043 1.335 1.048 2.200 0.371

α = 3

Mean α 2.888 3.011 2.526 2.510 2.504 3.020

Mean Threshold 7.161 0.956 3.423 3.272 3.493 1.809

RMSE α 0.588 0.011 0.521 0.534 0.549 0.874

RMSE Threshold 5.196 1.043 1.434 1.316 1.707 0.343

α = 3.5

Mean α 3.145 3.193 2.734 2.745 2.729 3.656

Mean Threshold 6.648 0.953 3.483 3.419 3.634 1.713

RMSE α 0.676 0.306 0.798 0.799 0.820 2.107

RMSE Threshold 4.676 1.046 1.493 1.462 1.812 0.432

RMSE = root mean square error.

한 2단계 추정법에서는 꼬리 지수의 추정은 만족스러웠으나 임계점 추정에 있어서는 Hill2는 참값보다

작은 값을 추정하려는 경향이, 다른 방법의 경우 임계점을 참값보다 큰 값으로 추정하는 편의가 발생하

였다. 하지만, MLE의 경우 분산이 가장 컸고 2단계 추정법에서 고려한 방법들은 모두 작은 분산을 가

져 MLE에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임계점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MLE 및 비모수적 방법의 이러

한특성을잘고려한다면서로상호보완할수있을것이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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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Boxplot of tail index estimation with varying tail index alpha. Dotted (red) line represents true tai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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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Boxplot of threshold estimation with varying tail index alpha. Dotted (red) line represents true

threshold.

3.2. 꼬리지수에 따른 추정값 비교

본 논문에서 고려한 최적 임계점 선택방법이 꼬리 지수인 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

기 위해 두 번째 모의실험에서는 실제값인 임계점 θ = 2, 반복횟수 N = 500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꼬리지수 값을 α = 1.7, 2.5, 3, 3.5로 변화시켰을 때 임계점의 추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성능을 비
교 각각 비교하였다. 표본 크기 5,000인 자료를 생성하여 임계값과 꼬리지수를 추정한 값들의 그 결과
를 Table 3.2에요약하였으며, 그것들에대한 boxplot은각각 Figure 3.3과 Figure 3.4에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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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arameter estimation according to mixing proportion

Hill Hill2 D.K methold K.S test N.S method MLE

r = 0.1

Mean α 6.044 1.532 4.485 4.983 4.581 −17.179
Mean Threshold 5.004 0.955 3.597 3.940 3.732 1.590

RMSE α 3.241 0.468 1.567 2.078 1.657 572.220

RMSE Threshold 3.012 1.044 1.605 1.950 1.758 0.706

r = 0.15

Mean α 2.911 1.532 2.764 2.637 2.485 −3.985
Mean Threshold 4.361 0.883 3.647 2.777 2.522 2.288

RMSE α 0.594 0.468 0.536 0.512 0.614 156.845

RMSE Threshold 2.387 1.117 1.679 0.857 0.770 0.612

r = 0.2

Mean α 2.922 1.533 2.863 2.626 2.533 8.198

Mean Threshold 4.837 0.964 4.452 2.865 2.843 2.461

RMSE α 0.557 1.498 0.542 0.481 0.546 89.542

RMSE Threshold 2.864 1.038 2.485 0.937 1.055 0.709

RMSE = root mean square error.

먼저 꼬리 지수의 추정 경우지수의 추정의 경우 앞의 경우 본 논문에서 고려한 다섯 가지 방법은 모두

참값에가까운값을추정함을볼수있다. Hill에기초한방법의경우 0.373, 0.464, 0.588, 0.676으로다

른 방법론들에 비해 분산이 컸고 RMSE 기준으로 D.K method가 적게는 1.6배, 많게는 2.6배로 가장

좋은성능을보였다. 대조적으로 MLE 방법은추정량사이의분산이매우큼을확인할수있다.

임계점 추정의 경우 Hill 방법은 매우 큰 편의를 보이며 과대추정하였고, N.S 방법도 Hill 보다는 작지

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Hill2, D.K 및 K.S 방법의 경우 참값과 가까우면서도 RMSE 값도 작

은 추정을 보였다. MLE의 경우 편의가 가장 작았으나, 꼬리 지수가 증가할수록 작은 임계값을 찾으려

고하는경향이있었다. 위의사실을종합하여볼때다섯가지방법중에서 Hill2, D.K method 및 K.S

method가 2단계 추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RMSE 기준으로는 K.S metho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임계점 추정에서 꼬리지수 α가 증가할수록 작은 RMSE를 가지게 된다. 이는 큰 α값을 가지는

경우, 꼬리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음을 의미하여 임계점 추정에서 유용한 자료들이 더 많이 관측된 효과로
설명될수있다.

3.3. 혼합 가중치에 따른 추정값 비교

합성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혼합 가중치 r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혼합 가

중치 r = 0.1, 0.15, 0.2에 따라 추정값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모의 실험에서는

실제값인 임계점 θ = 2, 꼬리지수인 α = 2, 반복횟수 N = 500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혼합 가중치에
따라표본크기 5,000인자료를생성하여그결과를 Table 3.3에요약하였으며 Figure 3.5, Figure 3.6은

꼬리지수및임계점에대한각추정방법들에대한 boxplot을나타냈다.

꼬리지수의경우혼합가중치가증가할수록 RMSE가줄어드는경향이있으나 MLE의경우여전히매

우 불안정하고 분산이 큰 추정값을 주었다. 반면 2단계 추정법에서 쓰이는 다른 방법론들의 경우 참값

에 가까우면서도 안정적인 추정값을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혼합 가중치가 증가하면 GPD

분포를따르는표본의크기가증가하기때문에추정이개선되는효과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하지만 임계점 추정의 경우 혼합가중치에 따른 추정값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앞 절에서의 모의 실

험결과와 일관되게 Hill2의 방법은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MLE가 편의 및 RMSE가 가장 작은

추정량을주었으며다른방법의경우임계점을크게추정하는경향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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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Boxplot for tail index estimatoin with differnt mixing proportion. Dotted (red) line represents true

tai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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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Boxplot for threshold estimatoin with differnt mixing proportion. Dotted (red) line represents true

threshold.

4. 실증분석

실증분석에 쓰인 자료는 Shen과 Brown (2006)에서 사용한 자료로 199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라

엘은행의콜센터에서수집된자료이다. 관심있는변수는콜센터서비스시간으로이는은행고객이콜
센터에전화를하여상담원과통화한시간을기록한것으로정의된다. Shen과 Brown (2006)은로그정
규분포를사용하여서비스시간을분석하였다.

Figure 4.1은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 로그 변환을 한 뒤 이를 정규분포와의 QQ-plot을 나타낸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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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QQ plot of service time against log-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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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QQ plot of service time against GPD distribution.

분포의 몸체(body) 부분에서는 매우 좋은 적합을 보이지만 양 꼬리에서의 뒤틀어짐이 발견된다. 즉 로

그정규분포를사용하였다할지라도꽤긴서비스시간을가지는경우가빈번하게관측됨을의미한다.

이러한 꼬리의 극단값들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MRL 그래프를 근거로 하여 임계점을 63으로

하여 GPD분포를 적합하였고 Figure 4.2는 QQ-plot을 나타낸다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로그-정규분포보다긴서비스시간을가지는자료의성질을훨씬더효과적으로잘모델링하고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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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arameter estimation of service time

Hill Hill2 D.K methold K.S test N.S method MLE

Threshold θ 2978 416 1964 233 2125 435

Tail index α 3.027 2.007 3.494 1.629 3.537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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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Density estimation for service time with threshold.

Table 4.2. MLE with known threshold

Log-normal parameter GPD parameter

µ σ τ α r

MLE 302.354 7.895 52.635 2.103 0.90

지만 GPD 분포를사용하게될경우자료가절삭되어자료의손실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 LN-GPD 합성분포를사용하여적합하였다. 그리고, 본논문에서쓰인

다섯 가지 2단계 접근법의 추정법과, 임계점 포함하여 동시에 모수를 추정하는 MLE 방법을 이용하여

모수 추정을 한 결과를 Table 4.1에 요약하였다. Figure 4.3은 서비스 시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비롯
한 비모수적 밀도 함수 추정을 나타낸 그림으로 추정 방법에 따른 임계점을 세로줄로 표현하였다. Hill2

및 MLE의 경우 임계점을 400 근처로 찾는 반면 Hill, D.K, N.S 방법은 2,000이 가까운 임계점을 추정

하였다. K.S의 경우 가장 작은 임계점 233을 추정하였다. Hill2의 임계점이 MLE를 사용한 것보다 작

고 D.K 및 N.S 방법은 큰 임계점을 추정해 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앞선 모의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MLE를 사용한 임계점 추정이 참값에 가까울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토대로 임계점을 435로 고정한 다

음 다른 모수들에 대해서 최대우도추정량을 구한 2단계 추정법에 대한 결과값을 Table 4.2에 정리하였

다. 2단계 추정법에 쓰인 MLE에 대한 자세한 유도식은 Bee (2012)를 참고하였다. 그 결과 꼬리 지수
의 값이 2.103으로 Table 4.1에서 Hill2의 값과 비슷하게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 추정값

을 토대로 LN-GPD QQ-plot을 그려본 결과 Figure 4.4에서 살펴보듯이 자료의 절삭 없이 모든 자료

가 95%신뢰구간에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로그정규분포 혹은 GPD 단독으로 쓰인 경우보다 자료

의손실없이더좋은적합을보임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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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QQ plot of service time against LN-GPD composite distribution.

5. 결론

로그-정규분포와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혼합모형은 몸쪽 부분의 로그정규분포와 꼬리 부분의 GPD 모

형을합성한분포로써꼬리가긴자료를자료의손실없이효율적으로다룰수있는분포이다. 본논문에

서는 합성분포의 모수 추정에서 임계점을 포함하여 동시에 추정하는 최대우도추정방법은 임계점에 대해

서는만족스럽게추정을하지만다른모수특히꼬리지수의경우매우불안정하게추정함을모의실험을

통해밝혔다. 이러한단점을해결하기위해서임계점을먼저추정한뒤주어진임계점에대해서다른모

수를 추정하는 2단계 추정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극단값 분포 추정에서 널리 쓰이는 다섯 가지 비모
수적인 방법들을 비교해본 결과 모두 꼬리 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값을 주었다. 임계점 추정에서

는 본 논문이 제안한 Hill2 방법이 임계점을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매우 작은 분산을 주어 다른

비모수적인방법과비교하여가장작은 RMSE를주었다. 나머지비모수적인방법은임계점을과대추정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실증 자료 분석에서는 반드시 먼저 모든 모수를 포함한 MLE 혹은 비모

수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임계점을 먼저 추정하고 난 뒤 나머지 모수들에 대해서 최대우도추정법을 이

용하여 재추정하는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모수 추정을 한다면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방법을 Shen과 Brown (2006)에서쓰인이스라엘은행의콜센터서비스시간에응용한것을예를들

어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로그-정규분포 혹은 GPD 분포 단독으로 쓰인 경우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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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N-GPD 합성 분포는 몸통부분은 로그-정규분포를 두터운 꼬리에 대해서는 GPD분포를 따르도록 합성한 분포로

두터운 몸통과 꼬리를 동시에 가지는 자료를 절삭없이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포이다. 하지만 임계점을 포함하

고있기에최대우도추정량은매우불안정함이잘 알려져있어본논문이서는이를극복하기위해서임계점을먼저추
정하고 나머지 모수들에 대해서 따로 추정하는 2단계 추정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동시 추정하는 최대우도추정량의 경우 불안정한 추정이 GPD 분포의 꼬리 지수에서 두드러 졌으며 임계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추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여러 비모수적인 방법들은 꼬리 지수는 만족스럽게 잘 추

정하였으나 임계점의 경우 편의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증자료 분석을 위해 2단계 추정법을 이스라엘 은행

의 콜센터에서 수집한 서비스 시간에 대한 자료에 적합해 보았으며 그 결과 LN-GPD 합성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로

그-정규분포혹은 GPD 분포단독으로사용하는것보다자료의손실도없이더좋은적합도를보임을알수있었다.

주요용어: 로그정규분포와 GPD의합성모델, 임계값선택, GPD 분포, 로그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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