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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변량 이상의 다변량 경험분포함수의 정의를 새롭게 제안하고, 경험분포함수의 기대값과 분산을

유도하면서 다변량 경험분포함수가 실제의 분포함수로 수렴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다양한 상관계수

의 이변량 표준정규분포에서 추출한 확률표본을 바탕으로 이변량 경험분포함수를 구하고 이를 이차원

평면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두 종류의 그래픽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는 계단으로 표현하여 계단

식 함수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변량 분위벡터로 설명되는 그림 방법이

다. 두 종류의 시각적인 표현 방법은 삼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이차원 평면으로도 쉽게 구현이 가

능하며, 일반적으로 이변량 누적분포함수의 모든 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삼변량 경험

분포함수를 시각적 표현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변량과 사변량의 실증 예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

안한다변량경험분포함수와이차원평면에표현하는시각적인표현방법들을구현하고탐색한다.

주요용어: 경험분포, 분위벡터, 상관계수, 순서통계량, 수렴.

1. 서론

n개의 확률표본 {Xi, i = 1, . . . , n}에 대한 경험분포함수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s)를 다음

과같이정의한다 (Hong, 2016 등).

Fn(x) =
1

n

n∑
i=1

I(Xi ≤ x), (1.1)

여기서 I(·)는 지시함수이다. 일변량 확률표본에서는 Xi와 Xj의 크기를 바탕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어

(1.1)과 같은 경험분포함수를 정의할 수 있지만, k(≥ 2)변량 확률표본 {(X1i, . . . , Xki), i = 1, . . . , n}에
서는 (X1i, . . . , Xki)와 (X1j , . . . , Xkj)의 순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변량 경험분포함수를 정의하

기어렵다.

다변량 분포함수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많은 문헌 중에서 다변량 경험분포함수를 다음과 같이 세 종

류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다변량 확률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일변량 확률변수

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Roy, 1953; Royston, 1983; D’Agostino와 Stephens, 1986; Zhu 등, 1997;

Thode, 2002; Kim, 2005; Kim, 2006; Hong와 Kwon 등), 두 번째로 Y=F (X)의 변수변환을 이용하

여 균일분포 (uniform distribution)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Rosenblatt, 1952; Justel 등, 1997; Mein-

tanis와 Hlavka, 2010 등). 세 번째 방법으로는 표준화된 확률변수의 제곱한 카이제곱분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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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anadesikan, 1972; Gnanadesikan 등, 1977; Malkovich와 Afifi, 1973; Moore와 Stubblebine, 1981;

Koziol, 1982; Singh, 1993; Kim, 2004 등).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수 F (X1, . . . , Xk)를 이용하여 다변량 경험분포함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기대값

과분산을유도하여성질에대하여연구한다. 본연구에서제안한다변량경험분포함수에서 k = 1인경

우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일변량 경험분포함수와의 동등한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변량 확률표본

에대한경험분포함수를시각적으로표현할수있는두가지방법을제안하고성질과특징을탐색한다.

본 연구의 2절에서는 다변량 경험분포함수의 정의를 제안한다. 다변량 경험분포함수의 기대값과 분

산을 구하여 경험분포함수가 실제의 다변량 경험분포함수로 수렴함을 증명한다. 특히 경험분포함수가

일변량일 때에는 잘 알려진 일변량 경험분포함수와 동일함을 보임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험분포함

수가 모든 차원에서 성립함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이변량 소표본 확률표본에 대하여 경험분포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변량 경험분포함수값의 순서통계량으로 대체한 이차원 산점도를 바

탕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두 종류의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은 계단 함수로 표현하는 일변

량 경험분포함수와 유사하게 이차원 평면에 사각형 모양의 계단으로 구현한 계단 그림이다. 두 번째 방

법은 Hong과 Lee (2016)가 제안한 분위 벡터를 이용하여 이변량 분위벡터와 유사한 곡선으로 표현되

는 분위 그림을 제안한다. 다양한 상관계수의 표준정규분포로부터 확률표본을 추출하여 계단 그림과 분

위 그림을 구현하여 성격과 특징을 탐색한다. 일반적으로 삼차원에 표현한 이변량 누적분포함수의 모든

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토론한다. 4절에서는 사변량의 실증자료에 대하여 이변량 실증 예제에

대한 두 종류의 경험분포함수와 이를 통합한 사변량 경험분포함수를 각각 구한다. 이변량 경험분포함수

에대한계단그림과분위그림을구현하고특징들을탐색한다. 마지막 5절에서는결론을유도한다.

2. 다변량 경험분포함수

k변량의 누적분포함수 F (·, . . . , ·)를 따르는 확률변수 (x1, . . . , xk)를 고려한다. 표본크기 n의 확률표

본 {(X1i, X2i, . . . , Xki), i = 1, . . . , n}에대한다변량경험분포함수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정의 2.1 k변량 확률표본에 대한 경험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n(x1, x2, . . . , xk) =
1

n

n∑
i=1

I(Fi ≤ f), (2.1)

여기서 Fi = F (X1i, X2i, . . . , Xki)이며, f는 0과 1사이의상수이며 F (x1, . . . , xk)의값으로간주한다.

일변량 경험분포함수 (1.1)에서는 확률변수 X를 이용하였지만, 다변량 경험분포함수는 F를 이용하

여 정의한다. F (x1, . . . , xk)=f를 만족하고 모든 (x1, . . . , xk)의 좌하향영역 (left and lower region)을

Rk
f라고하면, 임의의 (x1, . . . , xk) ∈ Rk

f에대하여 F (x1, . . . , xk) ≤ f를만족한다.

정리 2.1 다변량경험분포함수의평균과분산은다음과같다.

E[Fn(x1, x2, . . . , xk)] = F (x1, x2, . . . , xk),

V [Fn(x1, x2, . . . , xk)] =
1

n
F (x1, x2, . . . , xk)(1− F (x1, x2, . . . , xk)).

증명:

E[Fn(x1, x2, . . . , xk)] =
1

n

n∑
i=1

E[I(Fi ≤ f)] =
1

n

n∑
i=1

E[I(F (X1i, X2i, . . . , Xki) ≤ f)]

=
1

n

n∑
i=1

E[I((X1i, X2i, . . . , Xki) ∈ Rk
f )] = F (x1, . . . , xk)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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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n(x1, x2, . . . , xk)] = E[(Fn(x1, x2, . . . , xk)− f)2]

=
1

n
E[

1

n

∑
I(F (X1i, X2i, . . . , Xki)

2 − 2f
1

n

∑
I(F (X1i, X2i, . . . , Xki)) +

1

n

∑
f2]

=
f(1− f)

n
=

1

n
F (x1, x2, . . . , xk)(1− F (x1, x2, . . . , xk)).

�

그러므로 정리 2.1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Fn(x1, x2, . . . , xk)는 F (x1, x2,

. . . , xk)로수렴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k = 1인경우에임의의상수 x와이에대응하는 f = F (x)에대하여경험분포함수는다음과같다.

Fn(x) =
1

n

n∑
i=1

I(Fi ≤ f) =
1

n

n∑
i=1

I(F (Xi) ≤ f) =
1

n

n∑
i=1

I(Xi ≤ F−1(f))

=
1

n

n∑
i=1

I(Xi ≤ F−1(F (x))) =
1

n

n∑
i=1

I(Xi ≤ x).

따라서 일차원인 경우의 경험분포함수는 식 (1.1)과 동일하다. 그리고 R1
f = {Xi ≤ F−1(f)} =

{Xi ≤ x}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식 (2.1)의 경험분포함수의 정의는 1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으로

확대정의할수있다.

3. 이변량 경험분포함수와 시각화 방법들

3.1. 이변량 경험분포함수

일반적으로다변량확률표본에대한분포함수 F (·, . . . , ·)를모르기때문에특정한분포함수 F̂ (·, . . . , ·)
로가정하여정의 2.1에서의다변량경험분포함수를다음과같이추정한다.

F̂n,i ≡ F̂ (x1i, . . . , xki) =
1
n

∑
i

I(F̂i ≤ f),

여기서 F̂i = F̂ (X1i, . . . , Xki). 예를 들어 특정한 분포함수를 정규분포함수로 가정한다면, F̂n,i =
1
n

∑
I(Φi ≤ f), 여기서 Φi = Φ(X1i, . . . , Xki; Σ̂)이다.

Table 3.1 Bivariat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s, when r = −0.61, 0.69

(x, y) Φi (i) F̂n,i

1 (-0.67, 0.69) 0.115 9 0.45

2 (1.50 , 0.42) 0.597 20 1.00

3 (0.45 , 0.30) 0.334 18 0.90

4 (2.27 , -1.65) 0.044 5 0.25

5 (-1.51 , -0.21) 0.003 2 0.10

6 (-0.85 , 1.09) 0.120 11 0.55

7 (0.09 , 0.29) 0.232 15 0.75

8 (1.74 , -0.24) 0.370 19 0.95

9 (-0.85 , 1.09) 0.120 10 0.50

10 (0.33 , -1.25) 0.021 3 0.15

11 (-0.55 , 0.33) 0.095 8 0.40

12 (-0.28 , 0.37) 0.156 12 0.60

13 (-0.52 , 1.37) 0.237 16 0.80

14 (-0.25 , 1.21) 0.306 17 0.85

15 (0.42 , -0.03) 0.228 14 0.70

16 (-2.41 , 0.98) 0.002 1 0.05

17 (0.60 , -0.98) 0.058 7 0.35

18 (0.98 , -0.45) 0.211 13 0.65

19 (-0.81 , 0.03) 0.036 4 0.20

20 (0.97, -1.22) 0.052 6 0.30

(x, y) Φi (i) F̂n,i

1 (0.92, 0.62) 0.678 16 0.80

2 (1.45 , 0.40) 0.648 15 0.75

3 (0.26 , 0.30) 0.485 12 0.60

4 (-0.15 , 0.21) 0.371 10 0.50

5 (0.84 , 0.87) 0.717 17 0.85

6 (-0.90 , -0.63) 0.125 4 0.20

7 (1.07 , 1.62) 0.841 18 0.90

8 (0.61 , -1.16) 0.122 3 0.15

9 (0.08 , 0.94) 0.512 13 0.65

10 (-1.08 , -1.02) 0.075 2 0.10

11 (0.07 , -0.74) 0.206 8 0.40

12 (-0.76 , -0.26) 0.179 7 0.35

13 (1.44 , 1.20) 0.852 19 0.95

14 (-0.49 , 0.35) 0.288 9 0.45

15 (0.39 , 0.88) 0.609 14 0.70

16 (-1.20 , -1.82) 0.023 1 0.05

17 (0.11 , 0.33) 0.456 11 0.55

18 (0.25 , -1.00) 0.150 6 0.30

19 (-0.92 , -0.36) 0.142 5 0.25

20 (1.93, 1.29) 0.892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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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분포함수가 이변량 정규분포인 경우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험분포함수를 살펴본다. 우선 상

관계수가 음수 (ρ = −0.6)와 양수 (ρ = 0.7)인 이변량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표본 n = 20개를 각각

추출하여 Table 3.1의 각각의 2열에 (x, y)로 정리한다. 이 자료의 표본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정규분포

함수 Φ(xi, yi; r = −0.61)와 Φ(xi, yi; r = 0.69)를 구하고 이를 Φi로 표기하여 3열에 각각 나타내고,

Φi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순서통계량 Φi의 순서를 4열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리고 Φi에 대응하는 정의

2.1에서의 이변량 경험분포함수 F̂n(xi, yi)를 구하여 이를 F̂n,i로 표기하여 Table 3.1의 마지막 열에 각

각정리하였다.

Table 3.1에서이변량경험분포함수 F̂n,i는 0.05 (=1/20)부터 1.0까지의값으로나타나지만, 왼쪽표

에서 정규분포함수 Φi의 최대값은 0.597이며 오른쪽 표에서는 0.892임을 탐색할 수 있다. Table 3.1의

각 Φi를 2차원평면에산점도 (scatter plot)로표현한것이 Figure 3.1이다. 각각의산점도에서의점은

Φi에대응하는좌표 (xi, yi)에위치하고 Φi의순서를표기하였다.

Figure 3.1 Scatter plots

Figure 3.1의 표본상관계수가 0.69인 오른쪽 산점도에서 x와 y가 증가함에 따라 Φi도 증가하여

Φ(i)에대응하는관찰값 (xj , yj)도왼쪽아랫부분부터오른쪽윗부분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Fig-

ure 3.1의 왼쪽 산점도는 표본상관계수가 -0.61이므로 Φi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상

관계수가 음수인 경우, Φ(i)에 대응하는 관찰값 (xj , yj) 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관계수

가 -0.9인 경우에 세번째 순서통계량 Φ(i)에 대응하는 관찰값은 2차원 평면의 왼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Φ(i+1)에 대응하는 관찰값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큰 순서통계량 Φ(20)에

대응하는관찰값의위치는기울기가 -1.0인직선을중심으로불규칙적이며산만하게나타난다.

정의 2.1에서의이변량경험분포함수를시각적으로표현하기위하여 Figure 3.1의산점도를바탕으로

두종류의그래픽적인방법을제안한다.

3.2. 계단 그림

일변량 경험분포함수는 높이 i/n의 계단식 그림으로 표현되지만, Figure 3.2의 그림은 각각의 좌표으

로부터 X축의 윗면과 Y축의 오른쪽 면까지 선을 연결하여 사각형으로 표현한 계단이 Φ1의 순서에 따

라 1n씩 증가하는 이변량 경험분포함수를 삼차원 그래프적인 방법으로 이를 이차원 평면에 구현한 시각

적인방법인계단그림 (step plot)을제안한다.

Φ(1)에 대응하는 좌표로부터 수평축과 수직축을 연결하는 사각형이 1/n의 높이를 갖는 첫 번째 계단

이되고, Φ(2)에대응하는좌표로부터수평축과수직축을연결하는선이처음의사각형과중복되지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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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n의 높이를 갖는 두 번째 계단이 된다. 만약 첫 번째 계단이 두 번째 계단인 사각형과 일부 중복

되면, 두 번째 계단이 우선적으로 표현되고 중복되는 첫 번째 계단의 일부는 두 번째 계단 아래에 존재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계단만이 표현된다. 이런 계단 구현 과정을 계속하여 시각적

으로표현하면 Figure 3.2와같다. Figure 3.2의계단그림을역으로설명하기위하여 Φ(20)에대응하는

계단을중심으로살펴보자. 오른쪽계단그림에서 Φ(19)에대응하는두번째높이의계단은중복되지않

기 때문에 계단이 표현되고 있지만, 왼쪽의 그림에서 두 번째 높이의 계단은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중북

되는계단의일부는최고높이계단밑에존재하므로표현되지않고중복되지않은일부만이표현된다.

Figure 3.2 Two dimensional step plots

표본상관계수가 양수인 Figure 3.2의 오른쪽 계단 그림은 각 Φ(i) 점들이 왼쪽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윗부분으로 위치하므로 따라서 오른쪽 윗부분에 높은 계단이 형성된다. 그러나 표본상관계수가 음수인

Figure 3.2의 왼쪽 계단 그림은 각 Φ(i) 점들이 왼쪽 윗부분부터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펼쳐서 위치하므

로 계단이 어지럽게 형성된다. 이 계단 그림을 삼차원으로 표현하면 Figure 3.3과 같다. 표본상관계수

가 양수인 Figure 3.3의 오른쪽 계단 그림은 비교적 계단 모양을 띠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음수의

표본상관계수인 Figure 3.3의 왼쪽 계단 그림은 혼란한 계단 모양으로 구현되기 문에 삼차원 공간에서

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이차원 평면으로 표현된 Figure 3.3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Figure 3.3보

다 Figure 3.2의이차원계단그림을선호한다.

Figure 3.3 Three dimensional step plots

상관계수가 -0.9부터 0.9까지 간격이 0.3인 경우에 크기가 20인 표본으로부터 상관계수를 추정하여

Φi=Φ(xi, yi; ρ̂)를 구하고, 순서통계량 Φ(i)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변량 경험분포함수를 이

차원평면에표현한계단그림을 Figure 3.4에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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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tep plots

Figure 3.4에서 상관계수가 -0.9일 경우에는 max(Φi)=0.203으로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에 Φi값이

전체적으로 작게 나타나며, x 또는 y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계단이 체계적으로 형성되

지 않는다. 반면에 상관계수가 0.9에서는 max(Φi)=0.958로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 Φi값은 전체적으

로 1.0에가까운큰값으로나타나며, x와 y가증가함에따라 Φi도증가하는추세를보이기때문에사각

형모양의계단이체계적으로표현된다.

3.3. 분위 그림

이변량경험분포함수를시각적으로표현하는다른방법을제안하기위하여 Hong 등 (2016)이제안한

분위벡터 (quantile vector)를 이용한다. Figure 3.1의 산점도에서 각각의 Φi에 대응하는 좌표들을 통

과하는 곡선들을 고려한다. Φ(i)에 대응하는 좌표를 통과하는 곡선은 Φ(i−1)의 곡선보다 우상향에 그리

고 Φ(i+1)의 곡선보다 좌하향에 위치하여야 하고, 동일한 Φi에 대응하는 좌표를 통과하는 곡선은 하나

로 표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Figure 3.5와 같이 표현하고 이를 분위 그림 (quantile plot)이라고 제

안한다.

Figure 3.5 Quantile plots

Figure 3.5에서 동일한 순서를 가진 Φ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크기 20에 각 Φi에 대응하는 곡

선은 각각 모두 20개이다. 표본상관계수가 음수인 Figure 3.5의 왼쪽 분위 그림은 Φ(i)에 대응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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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왼쪽 윗부분부터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산발적으로 위치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분위 곡선의 간격이

좁으며 밀집되어 나타나고 기울기가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된다. 표본상관계수가 양수인 Figure 3.5의

오른쪽분위그림에서는 Φ(i) 점들에대응하는분위곡선의간격이상대적으로멀리떨어져있으며기울

기가 급한 곡선으로 표현된다. Figure 3.5의 오른쪽 그림에서의 곡선의 윗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수직과

수평에가까운직선으로표현되기때문에직선부분을삭제하고곡선부분만을표현하였다.

상관계수값이 다양한 경우의 분위 그림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관계수가 -0.9, 0.0 그리고 +0.9인 경우

의 이변량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표본 n =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Φ(i)에 대응하는 곡선을 Figure

3.6에표현하였다.

Figure 3.6 Quantile plots for bivariate normal distributions

Figure 3.6의 왼쪽은 상관계수가 -0.9인 경우인데, Φi의 순서를 나타내는 점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

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한 직선의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상관계수가 0인 Fig-

ure 3.6의 가운데 그림은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와 비교하여 기울기가 급한 곡선 형태로 표현되며,

Figure 3.6의 오른쪽 분위 그림과 같이 상관계수가 양수로 증가함에 따라 Φi의 순서를 나타내는 점들

의 좌표가 기울기가 1인 직선 부근에 위치하며 이에 대응하는 곡선은 굽은 정도가 매우 심하고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의 곡선들은 밀집되어 나타

나고,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의 곡선들은 넓게 퍼진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Figure 3.4의 계단 그림

에서 상관계수 ρ = −0.9인 경우에 Φi가 0.00부터 0.203까지의 값으로 나타나며 1.00에는 도달하지 않

는다는현상과일치하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

계단그림과분위그림의특징을탐색해보고자이변량표준정규분포로부터표본 10,000개를추출하여

정규분포함수 Φi의추세를 Figure 3.7과같은삼차원그림을통해자세히탐색해본다.

Figure 3.7 Bivariate norm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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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은 상관계수가 -0.9, 0.0, +0.9에서의 이변량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X축의 정면

(위 그림)과 아래에서 올려다 본 (아래 그림) 삼차원 그림이다. 상관계수가 -0.9일 경우에는 x와 y값이

증가하여도 Φi가 0.4를 넘지 못하고 밀집해 있으며, 음수의 상관계수 기울기 방향에 따라 분포되어 있

다. 상관계수가 0일때는 x가증가함에따라 Φi가 1에근접하지만불규칙적으로넓게산포되어있으며,

상관계수가 0.9일 때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중심으로 x와 y값이 증가함에 따라 Φi가 점차 증가

하여 1까지 접근한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0일 때의 경우와 달리 상관계수를 따라 x, y,Φi가 모두 함께

증가하는규칙적인모양으로나타나는것을발견할수있다.

다양한 상관계수값을 갖는 이변량 확률표본의 누적분포함수를 삼차원으로 표현한 Figure 3.7은 본 연

구에서제안한 Figure 3.4와 Figure 3.6과같은이변량경험분포함수에대한이차원의계단그림과분위

그림으로도 분포함수의 특징을 충분히 설명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삼변량 경험분포함수를

Table 3.1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Figure 3.1의 산점도를 확장하여 3차원

산점도로표현할수있으며, Figure 3.5와같은분위그림도 3차원공간에구현할수있다.

4. 실증 예제

한국 거래소 (www.krx.co.kr)에서 네 종목인 기아차 (KIA), 두산 (DS), 엔씨소프트 (NC), LG에 대

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50일 동안의 주식 종가자료를 수집하였다. 네 종목의

주식 종가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험분포함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인 표현하

고 토론한다. DS, NC, KIA 그리고 LG 네변량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상관계수행렬은 다음

과같다.

Corr


DS

NC

KIA

LG

 =


1 −0.57 −0.12 0.66

−0.57 1 0.43 −0.07

−0.12 0.43 1 0.38

0.66 −0.07 0.38 1


우선 DS와 NC 그리고 KIA와 LG의 주식 종가자료를 이용하여 Φi의 순서통계량에 대응하는 이변량

경험분포함수 F̂n,i와 각각의 표본상관계수 (-0.57과 0.38)에 대한 정규분포함수 Φ(x1i, x2i; r)값을 구하

여 Table 4.1을작성하였다.

Table 4.1 Bivariat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s (DS NC and KIA LG)

(DS, NC) Φi (i) F̂n,i

1 (0.38, -1.48) 0.014 8 0.16

2 (-0.08 , -1.09) 0.017 10 0.20

3 (-0.46 , -1.28) 0.004 4 0.08

4 (-0.46 , -1.93) 0.000 1 0.02

5 (0.46 , -1.99) 0.003 3 0.06

.

.

.
.
.
.

.

.

.
.
.
.

.

.

.

25 (1.45 , 0.27) 0.538 50 1.00

26 (0.84, 0.37) 0.461 49 0.98

27 (0.61, 0.47) 0.433 48 0.96

28 (0.61, 0.40) 0.413 46 0.92

29 (0.46, 0.05) 0.265 41 0.82

.

.

.
.
.
.

.

.

.
.
.
.

.

.

.

46 (-1.96 , 1.18) 0.011 6 0.12

47 (-2.11 , 0.99) 0.005 5 0.10

48 (-1.59 , 0.60) 0.014 9 0.18

49 (-1.65 , 0.56) 0.011 7 0.14

50 (-1.53, 0.73) 0.020 11 0.22

(KIA, LG) Φi (i) F̂n,i

1 (-0.15, -1.07) 0.098 15 0.30

2 (-0.60 , -1.12) 0.067 9 0.18

3 (-1.26 , -1.29) 0.026 4 0.08

4 (-1.44 , -0.89) 0.032 5 0.10

5 (-1.35 , -0.89) 0.037 6 0.12

.

.

.
.
.
.

.

.

.
.
.
.

.

.

.

25 (-0.11, 1.23) 0.434 36 0.72

26 (0.25, 1.86) 0.590 42 0.84

27 (0.25, 2.03) 0.593 43 0.86

28 (1.58, 2.20) 0.933 50 1.00

29 (1.89 , 1.63) 0.925 49 0.98

.

.

.
.
.
.

.

.

.
.
.
.

.

.

.

46 (-0.64, -1.81) 0.021 3 0.06

47 (-0.33 , -1.07) 0.088 12 0.24

48 (-0.02 , -1.12) 0.097 13 0.26

49 (-0.37 , -1.24) 0.067 10 0.20

50 (-0.95, -2.10) 0.009 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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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의 왼쪽 표는 DS와 NC에 대한 이변량 경험분포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표본상관계수

r = −0.57이므로 Φi의 최대값 Φ(50) = 0.538이고, Table 4.1의 오른쪽 표에서는 KIA와 LG의 표본상

관계수 r = 0.38이므로 Φ(50) = 0.933임을 탐색할 수 있다. Table 4.1의 경험분포함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제안한계단그림과분위그림을 Figure 4.1에구현하였다.

Figure 4.1 Step plots and Quantile plots for DS NC and KIA LG

Figure 4.1의 왼쪽에 있는 표본상관계수가 음수 (r = −0.57) 인 DS와 NC에 대한 계단 그림을 살펴

보면 Φ(i) 점들이 왼쪽 윗부분부터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펼쳐서 위치하므로 계단이 어지럽게 형성되며,

상관계수가 양수 (r = 0.38) 인 KIA와 LG에 대한 계단 그림에서는 Φ(i) 점들이 왼쪽 아랫부분부터 오

른쪽 윗부분으로 위치하므로 오른쪽 윗부분에서 높은 계단이 형성된다. Figure 4.1의 오른쪽에서 DS와

NC에 대한 분위 그림을 살펴보면 곡선의 간격이 좁으며 밀집되어 나타나고 기울기가 완만한 곡선의 형

태로 표현되며, 상관계수가 양수인 KIA와 LG의 경우 곡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며 기울기가 상대적으

로 급한 곡선으로 표현된다. 상관계수 값과 표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3장에서 살펴본 계단 그림들

과 분위 그림들과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계단이 형성되는 모양 그리고 분위 그림이 형성되는 추세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단 그림과 분위 그림은 이변량

표본자료의성격을파악하고표현하는유용한방법임을확인할수있다.

다음은 DS, NC, KIA 그리고 LG의 네 변량의 표본자료에 대한 경험분포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Ta-

ble 4.2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Table 4.2는 Φi의 크기순으로 정렬한 표이다. Φi의 최대값 Φ(50) =

0.402으로 작은 값을 갖는데 이것도 네 변량의 상관계수행렬에서 6개의 상관계수 중 3개는 양수 3개는

음수이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삼변량이상 다변량 경험분포함수를 계단 그림과 분위 그림 이외의 다른

시각적방법으로표현할수있는연구는향후과제로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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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Four-variat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s (DS, NC, KIA, LG)

(DS, NC, KIA, LG) Φi (i) F̂n,i

1 (0.38, -1.48, -0.15, -1.07) 0.000 1 0.02

2 (-0.08 , -1.09, -0.60, -1.12) 0.001 2 0.04

3 (-0.46 , -1.28, -1.26, -1.29) 0.001 3 0.06

4 (-0.46 , -1.93, -1.44, -0.89) 0.001 4 0.08

5 (0.46 , -1.99, -1.35, -0.89) 0.002 5 0.10

.

.

.
.
.
.

.

.

.
.
.
.

.

.

.

46 (-1.96 , 1.18, -0.64, -1.81) 0.280 46 0.92

47 (-2.11 , 0.99, -0.33, -1.07) 0.298 47 0.94

48 (-1.59 , 0.60, -0.02, -1.12) 0.299 48 0.96

49 (-1.65 , 0.56, -0.37, -1.24) 0.322 49 0.98

50 (-1.53, 0.73, -0.95, -2.10) 0.402 50 1.0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변량 경험분포함수를 다변량으로 확장하여 k(≥ 1) 변량의 경험분포함수를 정의하였

다. 경험분포함수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변량 경험분포함수가 다변량 누적

분포함수로수렴하는성질을증명하였다.

다양한 상관계수를 갖고 있는 이변량 표준정규분포로부터 확률표본을 추출하여 경험분포함수를 구

하였다. 이변량 경험분포함수에서 경험분포함수는 0.0부터 1.0까지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상관계수가

0.9인 경우에 정규분포함수 Φ(·, ·; ρ)는 1.0에 가까운 값을 가지나, 상관계수가 음수로 감소할수록 정규

분포함수의 최대값은 작아지며 상관계수가 -0.9일 때의 최대값은 0.4정도의 작은 값을 갖는다. 삼변량

표준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에 대한 경험분포함수에서도 이변량과 유사하게 작은 정규분포함수값

을 나타내고, 상관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더욱 작은 정규분포함수값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량의 수가 증

가할수록이런현상은심화되어경험분포함수와정규분포함수의차이는증가하는것을파악하였다.

이변량 경험분포함수값의 크기 순서에 대응하는 자료를 이차원 산점도에 표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변량 경험분포함수를 이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두 종류의 기하학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

법은이차원평면에계단식함수와유사한성격으로표현되며, 다른하나는이변량분위벡터로설명되는

그림 방법이다. 다양한 상관계수를 포함하는 이변량 정규분포에서 추출한 확률표본들을 시각적인 방법

으로 표현한 결과 상관계수의 값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삼차원으로 표현되는 이변량 정규분포

의 누적분포함수와 유사하며 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이변량과 사변량의 실증 예

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험분포함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표본자료의성격을분석하고토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경험분포함수의 확률변수 Fi = F (X1i, . . . , Xki)의 순서를 다변량 정규분포

함수 Φi=Φ(X1i, . . . , Xki; Σ̂)의 순서에 의존하여 표본자료가 정규분포로부터 추출되었다고 가정하였다.

표본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 이외의 다른 분포함수에 적합한 경우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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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ltivaiat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MEDF) is defined in this work. The

MEDF’s expectation and variance are derived and we have shown the MEDF converges

to its real distribution function. Based on random samples from bivariat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with various correlation coefficients, we also obtain MEDFs and

propose two kinds of graphical methods to visualize MEDFs on two dimensional plane.

One is represented with at most n stairs with similar arguments as the step function,

and the other is described with at most n curves which look like bivariate quantile

vector. Even though these two descriptive methods could be expressed with three

dimensional space, two dimensional representation is obtained with ease and it is enough

to explain characteristics of bivariate distribution functions. Hence, it is possible to

visualize trivariat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s with three dimensional quantile

vectors. With bivariate and four variate illustrative examples, the proposed MEDFs

descriptive plots are obtained and explored.

Keywords: Convergence, correlation, empirical distribution, order statistic, quantil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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