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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단위근을 갖는 비정상적 시계열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장기균형을 검정하기 

위한 Johansen의 우도비 검정방법은 교란항의 독립동일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 시계열의 일반적 

특성인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Johansen의 분포이론은 조건부 이분산성하에서도 

성립하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이분산성의 지속성이 증가할수록 검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론과 응용의 마찰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여 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균형 검정방법을 탐구한다. 새로운 장기균형 검정 방법은 Wald 검정통계량에 기초하며 우도비 

검정통계량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분산성을 허락하도록 한다. 새로운 검정통계량의 극한 분포는 

비표준 분포를 따름을 보였다. 몬테카를로 모의 시행에서 검정 통계량의 적합성을 측정한 결과, 

변동성의 지속성이 증가하여도 Wald 검정통계량은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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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위근을 갖는 비정상적 시계열의 선형결합으로 정상성을 만족하는 장기균형관계는

Engle and Granger (1987)의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되었

으며 이를 경제 이론 및 실증 분석에 적용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안정적 균형관계를 가

정하는 경제 이론과 모형에서 지속성을 갖는 경제 변수들이 정상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균형검정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Johansen (1988, 1991)의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장기균형의 존재를 검정하는 중요한 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교란항에 대하여 독립동일 정규분포를 가정한

다. 그러나 시계열 경제자료는 변동성에 있어 시간에 따른 변동과 지속성을 갖는 조건부

이분산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교란항에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여 장기균형검정에 대

한 새로운 검정 통계량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포 이론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우도비

검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용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장기균형검정은 단위근을 갖는 경제변수들이 형성하는 균형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 모형과 이론에서 적용되었다. 특히, Campbell and Shiller (1987)는 현재가치모형에

의한 이자율 기간구조의 장기균형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King, Plosser, Stock, and

Watson (1991)은 균형성장가설에 의한 소비-소득, 투자-소득의 장기균형관계를 보인다.

이들 연구들은 장기균형의 존재를 밝히기 위하여 장기균형 검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

히 Johansen (1988, 1991)의 우도비 검정 방법은 많은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었는

데 이는 독립동일 정규분포를 가정한 우도함수를 기초로 한다. 우도비 검정과 함께

Engle and Granger (1987)와 Engle and Yoo (1987)의 이단계 장기균형검정, Phillips and

Ouliaris (1990)의 비정상적 시계열 회귀모형에서 잔차항에 대한 장기균형검정, Stock and

Watson (1988)의 공동 확률적 추세 검정 등 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이들이 비표준적 극한

분포를 갖는 점에서는 우도비 검정과 공통점을 갖는다.

Johansen의 우도비 검정에 대한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로 Cheung and Lai

(1993), Toda (1995), Haug (1996)와 Lee and Tse (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Cheung

and Lai는 우도비 검정이 몬테카를로 분석을 통하여 VAR 변수의 수, 시차 차수, 분포의

가정에 의존함을 보인다. Toda는 교란항의 계열 상관과 충격과의 상관관계가 우도비 검

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Lee and Tse는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용할 때 우도비

검정의 민감도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Lucas (1997)는 교란항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우도비 장기균형검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인다.

우도비 검정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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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Johansen (2000)은 Bartlett 교정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장기균형검정을 제시하였

고, Swensen (2006)은 독립동일 분포 하에서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Cavaliere, Rahbek, and Taylor (2010)는 조건부 이분산성 하에서 장기균형검정을 분석하

고 있으며 와일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과 비교하여 부트

스트래핑 방식이 아닌 장기균형검정의 새로운 검정 방식을 개발하여 이론과 실증 분석의

마찰을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 변수들이 지속성과 함께 시간에 변동하는 조건부 이분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계열자료의 특징이다. Engle (1982)과 Bollerslev (1986)의 GARCH 모형은 많은

경제 응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계열 계량경제모형에서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하였다.

Ling and Li (1998)와 Seo (1999)는 이분산성 하에서 단위근 검정통계량의 분포이론을

도출하였으며, Seo (2007)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장기균형벡터의 추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와 달리 이분산성을 허락하지만 이분산성의 정보를 추정에서 활용하지

않으며, 조건부 이분산성에 강건한 장기균형검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독립동일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우도비 검정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포에 대한

가정을 현실에 근접하도록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고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완화한

다. 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균형검정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는 Wald 검정통계

량을 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검정통계량의 극한 분포는 비표준적 분포를 따름을 보였

다. 몬테카를로 모의 시행에서 검정 통계량의 적합성을 측정한 결과, Wald 검정통계량은

변동성의 지속성이 증가하여도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장기균형검정은 적재 행렬의 추정에서 비롯한다. Johansen의 우도비 검정

은 VAR 평균 방정식에 기초하므로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만일 조건부 이

분산성 구조를 알고 있다면 Seo (2007)에서와 같이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의 결합

추정을 통하여 적재 행렬의 효율적 추정이 가능하고 이는 장기균형검정의 검정력을 향상

시킬 것이다. 하지만 조건부 이분산성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불확실

성의 증가는 검정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분산성 구조를 알고 있

더라도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수가 변수의 수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

제 적용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Li, Ling, and Wong (2001)에서 보인 바와 같이

ARCH 이분산성 구조에서 적재 행렬 추정량의 분포는 표준분포와 비표준분포의 선형결

합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장기균형검정이 새로운 분포를 따름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 방정식에 기초하고, 조건부 이분

산성에 일치하는 장기균형검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r는 행렬 의 대각 합을 뜻하

며 vec는 벡터 연산이다. ⋅는 정수 연산을 뜻한다. 또한 →는 확률적 수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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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는 →
와 같다. 그리고 ⇒는 불변 정리에 의한 분포 수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 이 장기분산행렬 를 갖는 브라운 운동임을 뜻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장기균형의 존재를 검

정하기 위한 검정통계량을 제시한다. 제3절은 장기균형 검정 통계량의 분포와 특성을 밝

힌다. 제4절은 장기균형 차수검정으로 분석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분포이론을 도출한다.

제5절에서는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한 검정 통계량의 적합성을 측정하고 우도비 검정

방법과 비교를 통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2. 모 형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 는 -차원 벡터이고 다음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따른다고 하

자.

   
 



   (1)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는 × 적재 행렬이며, 계수 행렬  역시 × 행렬이다.

벡터자기회귀모형 (1)은  
  



 을 사용하면   와

같다. 여기서 특성해 방정식   의 모든 해는 단위원 밖에 있거나 단위원 위에 있

다고 가정한다.

교란항 는 정보 집합      …에 대하여 벡터 마팅게일 차분과정을 따

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Engle and Granger (1987)와 Johansen (1991)에서 취한 교란항

의 독립동일분포 가정을 완화하고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한다.

장기균형관계는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로 구성된 선형결합이며 정상성을 만족한다. 만일

벡터자기회귀모형 (1)을 따르는 시계열 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면 적재 행렬 

()는 0과 다르다. 따라서 장기균형의 존재를 검정하기 위하여 귀무가설과 대립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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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sen (1991)의 우도비 검정은 정규분포를 가정한 최우추정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Lucas (1997)는 정규분포 대신 t-분포를 가정하여 장기균형검정의 분포이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분포에 대한 가정이 Johansen의 분포이론과 다른 결과를 유도함을 보인다. 본 연

구에서는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취하지 않고 검정 통계량이 최우추정방식이 아닌 최소

자승추정에 기초하도록 한다.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가정과 자료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모수 벡터   vec…에 대하여 최소자승추정량 는 다음 목적함수를 최소

화한다.

 


  




′  

여기서  는 벡터자기회귀모형 (1)의 와 같다.

적재 행렬의 최소자승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 ,  

  




′ ,

  
  



  
′ 

  



    
′    ,    

  



    
′ 

  



    
′    ,

    vec    …  이다.

따라서 적재 행렬에 대한 최소자승 추정량은 표본 자료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 검정

통계량을 유도하기에 앞서 추정량 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일치성을 충족한다. 또한 제3

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적재 행렬 추정량은 비표준적 분포를 따른다.

조건부 이분산성이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우도비 장기균형검정에 미치는 영향을 Lee

and Tse (1996)와 Cavaliere, Rahbek, and Taylor (2010) 등에서 보이고 있다. Cavaliere,

Rahbek, and Taylor (2010)에서는 이분산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와일드 부트스트래핑 검

정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와일드 부트스트래핑으로 이분산성을 통제할 수 있겠으나 아직

효율성에 대하여는 증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한 검정 통계

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재 행렬의 추정량을 기초로 검정 통계량 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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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vec′ ′ 
  vec′ 

(3)

여기서   ⊗



 



  






′⊗

′ ⊗



 이고  
이다.

검정 통계량 는 최소자승 추정량 와 조건부 이분산성에 대한 조정 행렬 으

로 구성된다. 조정 행렬 은 자료와 최소자승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되므로 검정 통

계량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분포이론을 구하기 위하여 표본 크기로 정규화 하였으

나 표본 크기를 무시하여도 검정 통계량은 변함이 없다.

Johansen (1991)의 우도비 검정통계량은 정규분포 우도 함수의 극대화와 관련하는 특

성해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지만 검정 통계량 은 적재 행렬에 대한 추정량에 기

초한다. 그리고 Wald 검정 통계량은 독립동일분포의 가정을 완화하여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한다. 따라서 장기균형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은 우도비 검정 통계량을 일반화한

다. Wald 검정과 우도비 검정의 계산 과정은 다르지만 이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일 수 있다. 만일 조건부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Wald 검정 통계량은

이분산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정 행렬  대신 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vec′ ′ 

  vec′
(4)

여기서    ⊗



 이고  



  





′이다.

검정 통계량 
 에서는 등분산성을 가정하고 있다. 검정 통계량 

와 우도비

검정 통계량이 근사적으로 동일함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먼저 Johansen의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i (5)

여기서 특성해  (


…)는 다음 특성해 방정식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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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 ,  

  




′ ,  

  




′ ,  

  




′ .

식 (6)에서 이고  
 

     이 성립하므로 로그 근사화를 적용

하여 다음을 얻는다.

≈ 
  




 tr  
 

(7)

검정 통계량 
 은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vec′ ′  

⊗

 vec′ 

 tr 
 


 

(8)

귀무가설     하에서 


→

 이고 → 이므로 두 검정 통계량 
와

은 점근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검정통계량 
은 우도비 검정 통계량과 근사적으

로 동일하다. 그리고 등분산성이 성립하면 이분산성을 허락한 검정 통계량 은 등분

산성을 가정한 
와 점근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도비 검정 통계량과도 근사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검정 통계량 이 우도비 검정 통계량 과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교란항에 조건부 이분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분포 이론

우선 정보 집합      …를 정의한다. 분포 이론을 얻기 위하여 다음 가

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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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

1.1    .

1.2 



  




′   →

.

1.3 어떤   에 대하여 supt Eutq∞.

1.4 특성해 방정식    을 만족하는 특성해는 모두 단위원 위에 또는 밖에 존재한

다. 여기서,  
  



 .

가정 1.1에서 교란항 는 마팅게일 차분과정을 따르므로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며

백색잡음 가정을 완화한다. 가정 1.2와 1.3은 조건부 이분산성을 갖는 변동성이 정상성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가정 1.3은 적률의 유한성을 뜻한다.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함에 따

라 적률의 차수가 높아지며 이분산성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높은 적률 가정을 필요로 한

다. 그리고 가정 1.4는 수준변수 는 각각 단위근을 갖지만 공통의 확률적 추세와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 1이 성립하면 Phillips and Durlauf (1986)의 불변 정리에 따라 다음을 얻는다.





  

 

⇒

또한 가정 1이 성립하면 Engle and Granger (1987)의 ECM 표현 정리에 의하여 차분

된 변수 는 다음 이동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준 변수 는 다음과 같이 I(1) 과정과 I(0) 과정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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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변정리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

장기균형 검정은 적재 행렬 의 추정량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정리 1은 적재 행렬

의 최소자승 추정량의 극한 분포이다.

정리 1: 가정 1이 성립하면,

⇒ ′′ ′′  (9)

정리 1에 따르면 적재 행렬 추정량 는 수렴 속도가 과 같기 때문에 강일치성

(super-consistency)을 만족한다. 또한 극한 분포는 비표준적 분포로 정규 분포와 다르고

그의 조건부 분산은 하나의 확률적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검정 통

계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정 통계량 은 조건부 분산에 대한 조정을 반영하여 이

분산성을 적절히 통제한다.

표준 브라운 운동  을 정의하면 장기균형 검정 통계량 은 다음

분포 이론을 따른다.

정리 2: 가정 1과 귀무가설     이 사실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 tr ′  ′ ′ (10)

정리 2에 의하면 검정 통계량 의 극한 분포는 -차원 표준 브라운 운동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Johansen (1988, 1991)의 비표준적 분포와 같다. 따라서 조건부 이

분산성을 허락하는 검정 통계량 의 분포 이론은 이분산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다. 또한 우도비 검정과 동일한 분포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비

표준적 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의 유의도와 임계값을 보이므로 검정 통계량 에

의한 통계적 추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4. 장기균형 차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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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에서 제시한 검정 통계량은 장기균형의 존재를 검정한다. 여기서는 이를 장기균

형 차수에 대한 검정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차수 검정은 Gill and Lewbel (1992), Cragg

and Donald (1996, 1997), Robin and Smith (2000)와 Kleibergen and Paap (2006)에서 제

시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상적 시계열 모형에서 차수 검정을 하였으며 Kleibergen and

Paap (2006)은 비정상적 시계열에 대한 차수 검정을 포함하지만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Cragg and Donald (1996, 2997)는 행렬의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

고 있으며 Kleibergen and Paap (2006)은 단일해 분해를 알고리즘으로 한다. 여기서는 적

재 행렬에 대한 단순 분해를 통하여 검정 통계량을 제시한다.

만일 장기균형 차수가  이면 ′을 만족하는 열 차수가 인 × 행렬 

와 가 존재한다. 이들 행렬에 대하여 영 공간을 구성하는 × 행렬 ⊥와 ⊥가

존재하며 이들은 ⊥
′ , ⊥

′  을 만족한다. 따라서 적재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11)

여기서  는 × 정방 행렬이다.

만일 장기균형 차수가 과 같다면 ′이므로 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균형

의 차수 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울 수 있다.

   ,   ≠

귀무가설    이 성립하면 벡터자기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 .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추정량 , 와 영 공간 행렬의 추정량 ⊥,
⊥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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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영 공간 행렬의 추정은 QR 분해 알고리즘으로 구하였다. 이들은 직교 조건

⊥

′ ,⊥
′  과 정규화 ⊥

′ ⊥   , ⊥
′ ⊥  을 충족한다. 또한 적재 행렬의 추정량 

는 제2절에서 얻을 수 있었다. 적재 행렬 추정량은 귀무가설에 관련하지 않고 일치성을

충족한다. 귀무가설에서 추정량 , 은 일치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해지는 추

정량 ⊥,
⊥ 역시 귀무가설에서 일치성을 갖는다.

만일 대립가설   ≠이 성립하면 벡터자기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13)

여기서  ⊥
′  .

벡터자기회귀모형 (13)은 모수에 대한 비선형 제약으로 인하여 추정에 어려움이 따르

기 때문에 장기균형 차수 검정에는 이를 직접 추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를 알고 있다면

⊥,  , 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선형 모형이 되므로 추정이 용이하다. 그

리고 귀무가설을 가정하여 모형 (12)을 추정하면 추정량은 귀무가설 하에서 일치성을 갖

는다. 따라서 , ⊥,
⊥이 주어지면 계수 행렬 는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하다.

⊥

′


 , (14)

여기서  
  




  

′
,  

  


  

   

′
,

  
   

  


    

′ 
  



  
   

′    
 ,   

  vec      …  ,

 

′
 ,

 
⊥
′
 .

장기균형 차수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vec′ ′ 

  ve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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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
⊗




 이고 

는 모형 (13)의

회귀 잔차이다.

장기균형 차수가 과 같다면 ′을 만족하는 × 행렬 와 가 존재한다. Engle

and Granger (1987)의 ECM 표현 정리를 사용하여 다음을 얻는다.




 ⇒

여기서 × 행렬 은 장기균형의 영 공간을 형성하므로 ′ ,

  을 만족한다. 장기균형 차수 검정 통계량의 분포 이론을 얻기 위하여 

차원 표준 브라운 운동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정리 3: 가정 1과 귀무가설    이 사실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 tr   ′  ′   ′

정리 3에 의하면 장기균형 차수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표준 브라운 운동을 따르는

 의 함수로 나타난다. 이는 Johansen (1991)에서 밝힌 비표준 분포와 동일하며 이에

대한 임계값이나 유의도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통계적 추론에 그

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기균형 차수 검정 통계량은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고 있으

며 분포 이론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균형 검정의

분포이론은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여도 불변임을 보인다. 이 결과는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장기균형검정을 연구한 Cavaliere, Rahbek, and Taylor (2010)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5. 몬테카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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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균형검정 통계량에 대한 분포이론의 적합성을 밝히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의 시행에서 사용된 벡터자기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변수로 구성

된 VAR(1)이다.

     

여기서    
′ ,    

′ .
교란항이 조건부 이분산성을 갖도록 Engle (1982)과 Bollerslev (1986)의 GARCH 모

형을 몬테카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VAR 교란항은 다음 GARCH(1,1) 모형을 따

른다.

GARCH:

  ,  ∼


   

   
 ,   

여기서 는 Gauss 프로그램의 난수 발생기능을 활용하였으며 독립동일분포와 상호 독

립성을 가정하였다. GARCH 계수 와 ARCH 계수 는 각각 동일하도록 (  ,

  ) 하였다. 모의 시행에서 표본 크기는 2,000으로 하였고 10,000번 반복 시행하

였다. 그리고  으로 고정하였다.

<표 1>은 세 개의 귀무가설   rank ,   rank ,   rank 에 대하

여 검정 통계량 , 
 ,  의 기각 확률을 보여준다. 첫 번째 귀무가설

  rank 에서는 으로 고정하여 자료를 발생하였다. 교란항에 이분산성이 없

는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 과  모두 유의수준 5%와 10%에 근접한 기각 확률을

보인다. 하지만 이분산성의 지속성이 커질수록 의 기각 확률이 유의수준을 초과하며

차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 경우 우도비 검정 통계

량은 유의수준 5%에서 10.69%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하지만 검정 통계량 는 4.79%

기각 확률을 보이며 다른 경우에도 유의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검정 통계량 는 조건부 이분산성이 크게 증가하여도 신뢰수준의 정확성을 유지하였

다. 이와 비교하여 이분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량 
는 우도비 검정 통계량과 근

사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분산성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장기균형 검정과 함께 장기균형 차수 검정의 기각 확률을 측정하여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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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정의 적합성을 측정한다. 두 번째 귀무가설인   rank 에

서는 ′, 













, 














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귀무가설   rank 에서는

′ , 










 
 
 

, 










 
 


을 가정하였다. 장기균형 차수 검정에 있어서 검정 통

계량 는 조건부 이분산성의 지속성이 증가하여도 기각 확률이 유의수준에 근접하여

검정의 정확성을 보인다. 이 결과는 새로운 검정 통계량이 우도비 검정 통계량과 달리 조

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에서는 교란항의 분포를 정규분포에서 t-분포로 전환하여 정확성을 측정하였

고 GARCH 모형에 추가하여 다른 조건부 이분산성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첫 번

째 분석은 정규분포가 아닌 자유도 5를 갖는 t-분포를 가정하여 교란항을 발생하고 귀무

가설   rank 에서 장기균형 검정 통계량의 기각 확률을 구하였다. Lucas (1997)

는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우도비 검정 통계량이 미확인 모수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됨을

보였다. 자유도 5를 갖고 t-분포를 따르는 교란항은 첨도가 크고 특이 관측치의 주기가

높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분포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표 2>는 GARCH 변동성 모형을 확장한 EGARCH, TGARCH 모형으로

교란항의 조건부 이분산성을 가정하여 장기균형검정의 적합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인다.

EGARCH, TGARCH 모형에서는 충격의 크기와 함께 부호에 따라 변동성에 미치는 효

과가 다르다. EGARCH, TGARCH 모형에서 비대칭성 모수 의 값이 0이면 변동성은 충

격의 부호와 무관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모수 의 값이 양수이면 부(-)의 충격이 변동성

에 미치는 효과가 정(+)의 충격의 효과보다 크다. 또한 EGARCH 모형에서 모수 의 값

이 1보다 크면 부의 충격은 변동성을 확대하지만 정의 충격은 변동성을 오히려 축소한다.

모의시행에서 모수 는 EGARCH 모형에서는 0, TGARCH 모형에서는 1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에서 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와 같다.

EGARCH:

logj t j j j t 

uj t 
 Ej t 

uj t 
 jj t 

uj t 
logj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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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RCH:


   

   
   

    ,   

<표 2>를 보면 비대칭적 변동성을 설명하는 EGARCH, TGARCH 이분산성에서도 검

정 통계량 은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기각 확률을 보인다. 비대칭성과 지속성이 커지

면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의 기각 확률은 유의수준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GARCH 변동성 모형에서 확률적 변동성 모형으로 조건부 이분산성을 가정하여 실시한

모의시행에서도 검정 통계량 은 이분산성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확률적 변

동성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몬테카를로 분석에서 모수 는 0으로, 
은 1로 고정하였다.

확률적 변동성:

logj t j j logj t 
 j j t ,   

 ∼


<표 3>에서는 Pitman의 부분 구간 대립 가설을 활용하여 장기균형 검정 통계량의 검

정력을 측정하였다. 모의 시행에는 다음 VAR(1) 모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적재 행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 구간 대립 가설을 가정하였다.

 
′ ,

여기서    


′ ,  ′ .

<표 3>은 검정 통계량 과 우도비 검정 통계량 이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

설을 기각하는 확률을 보여준다. 우도비 검정은 사이즈(size)를 조정한 기각 확률이다. 조

건부 이분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두 검정 통계량의 기각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이

분산성이 없다면 Wald 검정통계량은 우도비 검정통계량과 동일한 검정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에서 귀무가설로부터 이탈하면서 검정 통계량의 기각 확률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분산성의 지속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검정력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Wald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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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통계량은 의 값이 작은 경우 우도비 검정 통계량에 비하여 검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귀무가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도비 검정 통계량의 검정력이 크게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우도비 검정 통계량의 경우 이분산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Wald

검정 통계량은 이분산성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에서는 다음 부분 구간 대립 가설을 가정하여   rank 에 대한 장기균

형 차수 검정의 기각확률을 측정하였다.

 
′ ,

여기서  











 

 



 

, 










 
 


.

장기균형 검정에서와 같이 차수 검정에서도 이분산성이 없는 경우 검정 통계량 

은 우도비 검정과 비슷한 기각 확률을 보인다. 이분산성의 지속성이 커지면 검정 통계량

은 의 값이 작은 경우에는 우도비 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각 확률을

보인다. 장기균형 검정에서와 같이 의 값이 커지면서 우도비 검정의 기각력이 상대적으

로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우도비 검정통계량이 귀무가설과 함께 대립가설에서 이분

산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 변수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교란항에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여 장기균형 검정 통계량을 제시하고 그의 분포이론을 연구하

였다. 독립동일 분포에서 출발하는 우도비 검정은 등분산성을 가정하므로 실제 자료의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극한 분포이론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검정 통계량은 이분산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분포이론과 실제 응용에서 발견되는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기존 검정방법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검정 통계

량의 분포이론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우도비 검정의 분포이론과 동일함을 보였다. 따라서

장기균형 검정의 분포이론은 조건부 이분산성을 허락하여도 변하지 않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균형 검정 통계량의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새로운 검정 통계량은 조건부 이분산성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장기균형을 검정하는데 있어 조건부 이분산성에 일치하는 검정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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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정확성을 향상시킨 점에서 기여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이분산성의 정보를 활용

할 경우 효율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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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0.05 유의수준=0.10

 
   

 

  rank    rank 

0.00, 0.00 0.0478 0.0506 0.0517 0.0978 0.1003 0.1016

0.10, 0.85 0.0456 0.0516 0.0522 0.0979 0.1074 0.1090

0.10, 0.89 0.0499 0.0731 0.0749 0.0985 0.1346 0.1372

0.10, 0.90 0.0468 0.1207 0.1226 0.0972 0.1907 0.1929

0.20, 0.75 0.0480 0.0625 0.0643 0.0974 0.1167 0.1193

0.20, 0.79 0.0479 0.1050 0.1069 0.0963 0.1693 0.1722

0.20, 0.80 0.0474 0.1392 0.1420 0.0951 0.2111 0.2142

  rank    rank 

0.00, 0.00 0.0511 0.0512 0.0520 0.1063 0.1076 0.1083

0.10, 0.85 0.0486 0.0519 0.0525 0.0992 0.1039 0.1047

0.10, 0.89 0.0490 0.0631 0.0638 0.0970 0.1246 0.1254

0.10, 0.90 0.0498 0.0976 0.0981 0.1012 0.1706 0.1713

0.20, 0.75 0.0475 0.0556 0.0560 0.0993 0.1124 0.1135

0.20, 0.79 0.0511 0.0873 0.0882 0.1049 0.1501 0.1505

0.20, 0.80 0.0510 0.1126 0.1132 0.1037 0.1803 0.1813

  rank    rank 

0.00, 0.00 0.0513 0.0515 0.0515 0.0993 0.0990 0.0992

0.10, 0.85 0.0482 0.0509 0.0511 0.1015 0.1008 0.1011

0.10, 0.89 0.0465 0.0592 0.0592 0.0993 0.1128 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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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기균형 검정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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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90 0.0444 0.0813 0.0813 0.0945 0.1377 0.1378

0.20, 0.75 0.0473 0.0526 0.0527 0.1019 0.1069 0.1070

0.20, 0.79 0.0463 0.0692 0.0695 0.0970 0.1235 0.1235

0.20, 0.80 0.0461 0.0816 0.0818 0.0954 0.1343 0.1344

유의수준=0.05 유의수준=0.10

 
   

 

,  t-분포, 자유도 5

0.00, 0.00 0.0442 0.0502 0.0510 0.0903 0.1002 0.1017

0.10, 0.85 0.0437 0.0574 0.0587 0.0887 0.1065 0.1084

0.10, 0.89 0.0444 0.0841 0.0862 0.0866 0.1440 0.1464

0.10, 0.90 0.0421 0.1228 0.1243 0.0889 0.1949 0.1976

0.20, 0.75 0.0426 0.0721 0.0738 0.0866 0.1265 0.1289

0.20, 0.79 0.0388 0.1124 0.1144 0.0826 0.1762 0.1778

0.20, 0.80 0.0403 0.1367 0.1389 0.0805 0.2073 0.2097

, ,  EGARCH: logt t 

ut 
 Et 

ut 
 t

ut
logt



0.1,0.99,0.00 0.0488 0.0551 0.0563 0.0962 0.1071 0.1095

0.1,0.99,0.5 0.0504 0.0622 0.0634 0.0970 0.1144 0.1167

0.1,0.99,1.0 0.0511 0.0722 0.0733 0.1017 0.1316 0.1338

, ,  TGARCH: 
   

   
   

    

0.2,0.75,0.00 0.0480 0.0625 0.0643 0.0974 0.1167 0.1193

0.2,0.75,0.04 0.0470 0.0776 0.0791 0.0950 0.1356 0.1375

0.2,0.75,0.05 0.0475 0.0834 0.0851 0.0961 0.1456 0.1479

 확률적 변동성: logt logt 
 t

0.00 0.0423 0.0468 0.0478 0.0895 0.0982 0.1002

0.50 0.0424 0.0480 0.0498 0.0902 0.0988 0.1006

0.90 0.0315 0.0858 0.0875 0.0740 0.1522 0.1546

<표 2> 장기균형 검정의 적합성 (  rank ,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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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 10 15 20 25

0.00, 0.00

 0.2203 0.5677 0.8544 0.9707 0.9966


 0.2187 0.5719 0.8614 0.9730 0.9973

 0.2192 0.5736 0.8625 0.9733 0.9974

0.10, 0.85

 0.2344 0.5685 0.8390 0.9524 0.9879


 0.2235 0.5660 0.8585 0.9682 0.9960

 0.2234 0.5661 0.8585 0.9683 0.9961

0.10, 0.89

 0.2694 0.5630 0.7727 0.8737 0.9278


 0.2122 0.5254 0.7902 0.9285 0.9762

 0.2122 0.5269 0.7909 0.9292 0.9766

0.10, 0.90

 0.3770 0.5967 0.7263 0.7920 0.8425


 0.2614 0.5167 0.7175 0.8353 0.9080

 0.2613 0.5168 0.7176 0.8355 0.9082

0.20, 0.75

 0.2475 0.5607 0.7967 0.9063 0.9538


 0.2139 0.5422 0.8286 0.9533 0.9908

 0.2137 0.5424 0.8291 0.9533 0.9908

0.20, 0.79

 0.3223 0.5732 0.7327 0.8154 0.8609


 0.2207 0.4969 0.7442 0.8818 0.9439

 0.2202 0.4970 0.7442 0.8816 0.9441

0.20, 0.80

 0.3805 0.5942 0.7128 0.7775 0.8212


 0.2288 0.4656 0.6829 0.8145 0.8937

 0.2286 0.4657 0.6834 0.8150 0.8940

<표 3> 검정 통계량의 검정력 (  rank ,   rank≥)

*유의수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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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 10 15 20 25

0.00, 0.00

 0.2076 0.5705 0.8790 0.9809 0.9986


 0.2069 0.5718 0.8820 0.9827 0.9987

 0.2069 0.5720 0.8822 0.9827 0.9987

0.10, 0.85

 0.2235 0.5627 0.8481 0.9569 0.9892


 0.2127 0.5711 0.8742 0.9786 0.9966

 0.2128 0.5710 0.8743 0.9786 0.9966

0.10, 0.89

 0.2383 0.5246 0.7380 0.8537 0.9058


 0.2200 0.5556 0.8303 0.9493 0.9854

 0.2201 0.5559 0.8306 0.9493 0.9854

0.10, 0.90

 0.2946 0.5127 0.6515 0.7423 0.8020


 0.2333 0.5011 0.7234 0.8614 0.9334

 0.2333 0.5014 0.7233 0.8614 0.9336

0.20, 0.75

 0.2376 0.5547 0.7937 0.9087 0.9460


 0.2245 0.5759 0.8597 0.9685 0.9926

 0.2243 0.5761 0.8597 0.9685 0.9926

0.20, 0.79

 0.2611 0.5058 0.6607 0.7616 0.8084


 0.2030 0.5051 0.7669 0.9052 0.9590

 0.2034 0.5054 0.7670 0.9053 0.9591

0.20, 0.80

 0.2924 0.4960 0.6217 0.7003 0.7447


 0.2022 0.4549 0.6970 0.8473 0.9172

 0.2022 0.4546 0.6969 0.8471 0.9172

<표 4> 검정 통계량의 검정력 (  rank ,   rank≥)

*유의수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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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수학적 증명

증명을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  에 대하여 Engle and Granger (1987)의

ECM 표현 정리를 사용한다. ( 
 



 )

  ,

 
  



  ,

여기서  ⊥ ⊥
′ ⊥  ⊥

′ 이고  


.

만일 인 경우에는  .

정리 1

Phillips and Durlauf (1986)의 불변 정리를 적용하여 다음을 얻는다.





  

 

 ⇒   ,




  ⇒ .

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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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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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소자승추정량 의 극한 분포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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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리 2

우선  
′ 를 정의하면   이다. 가정 1이 성립하면 Hansen (1992)의 분

포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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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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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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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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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을 얻는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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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무가설    이 사실이면 -차원 표준 브라운 운동  에 대하여 다

음이 성립한다.

 vec′ ′ 
  vec′

⇒ vec ′′ ′′ ′

⊗ ′′   

vec ′′ ′′ 

 tr   ′′ ′′  ′′

 tr  ′ ′  ′

여기서 .

정리 3

먼저  
′
와  ′를 정의하면 이므로

  이다. 또한

 
⊥
′
와  ⊥

′ 를 정의하면   이다.

귀무가설 ′하에서 Phillips and Durlauf (1986)의 분포이론을 적용하면  ⊥
′ 

에 대하여 다음을 얻는다.




 ⇒⊥

′ ≡

이 결과를 이용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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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


  에 대하여 다음을 얻는다.

 ⇒ ⊥
′  ′ ′  ′ ′ 

정리 2에서와 같이 
 ⊥

′ ′ ⊥ 을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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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

립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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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얻는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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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무가설    이 사실이면  차원 표준 브라운 운동   에 대하

여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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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 ′ 

  vec′
⇒ vec⊥

′  ′ ′ ′ ′′

⊥
′ ⊥⊗ ′ ′  

vec⊥
′  ′ ′ ′ ′

 tr ⊥
′ ⊥⊥

′  ′ ′ ′ ′  ′⊥

 t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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