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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회귀모형의 분산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점에서 불연속이라 가정하자. Yu와 Jones (2004)는

음이 아닌 값을 취하는 분산함수를 실수 값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그 변환하였고, 변환된 로그
분산함수를 국소다항적합으로 추정하였다. 로그분산함수의 국소다항적합을 이용하여, Huh (2008)는

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의 추정하는 대신 로그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Huh의 점

프의 크기 추정량의 점근분포를 이용하여 로그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의 존재여부에 대한 가설검정을 제
안하고, 제안한방법에대한모의실험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주요용어: 점근분포, 점프의크기, 카이제곱분포, 커널가중로그가능도.

1. 서론

표본 {(Xi, Yi), i = 1, 2, · · · , n}은 확률벡터 (X, Y )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고 하고, f(x)를

토대 (support)가 [0, 1]인 X의 확률밀도함수라 하자. 회귀함수와 분산함수를 각각 m(x) = E(Y |X =

x)와 v(x) = V ar(Y |X = x)라두면, 회귀모형은다음과같이

Yi = m(Xi) + v1/2(Xi)ϵi, i = 1, 2, · · · , n (1.1)

제시된다. 오차항 ϵi는독립변수 X1, · · · , Xn과독립이며평균과분산은각각 0과 1이다.

분산함수는 회귀함수와 더불어 회귀모형에서 중요한 추정 대상이다. 분산함수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회귀함수의 추정 정도 (precision)의 설명과 비모수적 추정에서 커널형 함수 추정의 평활량인

띠폭 (bandwidth)의 결정 등에도 그 역할이 자못 중요하다. 분산함수의 커널형 추정은 추정대상인

분산함수가 연속인 경우에 대부분 연구되어져 왔다. 이러한 분산함수의 비모수적 추정 연구로는 Rice

(1984), Gasser 등 (1986), Müller와 Stadtmüller (1987), Hall과 Carroll (1989), Hall 등 (1990), Rup-

pert 등 (1997) 등이있다.

분산함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불연속점 (discontinuity point)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불연속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분산함수를 커널함수로 추정하는 경우 불연속점 주위에서 편의 (bias)를 만들게 되

어 이론적으로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으며 실제 구현에서도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분산함

수의 불연속점에 대한 연구는 회귀함수의 불연속점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Kang과 Huh (2006)는 커널형 회귀함수의 추정량을 이용한 잔차제곱들의 Nadaraya-Watson 추정

량으로 불연속점에 대한 추정을 연구하였다. 한편, Huh (2005)는 회귀함수가 연속인 경우에 분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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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연속점의 추정을 이차적률함수의 불연속점의 추정으로 연구하였다. Yu와 Jones (2004)는 로그분
산함수 (log-variance function)의 국소다항적합 (local polynomial fit)을 이용하여 분산함수 추정을 연

구하였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Huh (2008)는 로그분산함수에 대한 불연속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외의 비모수적 방법에 의한 분산함수의 불연속점에 대한 연구는 Delgado와 Hidalgo (2000), Perron

(2001), Chen 등 (2004) 등이있다.

이 논문에서는 Huh (2008)가 제안한 불연속점의 점프의 크기 (jump size)의 추정량을 이용하여 로그
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의 존재여부의 가설검정법을 제안하고, Kang과 Huh (2006)의 분산함수의 불연속

점의점프의크기추정량을이용한가설검정법과비교·연구하고자한다.

그 외에 불연속점에 대한 가설검정 연구로는, 회귀함수의 불연속점의 존재여부의 가설검정으로

Müller (1992)와 Grégorie와 Hamrouni (2004)가 있고,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부문은 Huh (2002)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 연구들은 제안한 불연속점의 점프의 크기 추정량의 점근분포의 분산을 추정하여
만든검정통계량을활용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Huh (2008)에 의해 연구된 불연속점의 커널추정량을 소개하고 점프의 크기 추정량의
점근분포과 점근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모수의 커널추정량의 균일일치성 (uniform consistency)을

설명한 후 가설검정법을 소개할 것이다. 3절에서는 2절에서 소개된 불연속점의 존재유무의 가설검정법

과 Kang과 Huh (2006)의 불연속점의 점프의 크기 추정량을 이용한 검정법에 대한 모의실험의 결과를

제시하고두방법을비교할것이다.

2. 국소다항적합과 검정법

어떤함수 g에대하여임의의점 x로접근할때좌극한값과우극한값을각각 g−(x)= limy−>x− g(y),

g+(x) = limy−>x+ g(y)라두면, 분산함수가한점 τ에서불연속인경우점프의크기는

∆ = v+(τ) − v−(τ) (2.1)

가된다. 불연속점이존재한다면 |∆| > 0이고, 그렇지않다면 ∆ = 0이다.

Kang과 Huh (2006)는 회귀함수 m의 커널형 추정량으로 잔차들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산함
수 v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한쪽방향커널함수 (one-sided kernel function)를 기반으로 Nadaraya-

Watson 추정량으로 제시하였다. 분산함수의 추정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의 차이를 최대로 하는 점을
불연속점의 위치로 추정하였고, 그 점에서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의 차이를 점프의 크기 추정량으로 제
시하였다. Nadaraya-Watson 추정량은익히알려져있듯이국소다항적합에비해경계점추정의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소다항적합은 Nadaraya-Watson 추정량에 비해 수렴속도가 우수하며, 다항식

의 차수 (order)에 따라 추정대상 함수의 미분된 함수도 추정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분산함

수는 음이 아닌 함수이기에 국소다항적합을 직접 활용할 수는 없다. Yu와 Jones (2004)는 분산함수를

로그변환하여 음의 값이 가능한 로그분산함수를 추정대상 함수로 삼고 국소다항적합을 이용하여 최종적
으로 분산함수와 그 미분된 함수를 추정하였다. Huh (2008)는 Yu와 Jones (2004)의 로그분산함수의
국소다항적합을토대로분산함수의불연속점을로그분산함수의불연속점추정으로연구하였다.

로그분산함수를 s(x) = log v(x)라 두자. 분산함수 v가 τ에서 불연속이므로 s도 τ에서 불연속점을

가지며점프의크기는

δ = s+(τ) − s−(τ) (2.2)

가되며식 (2.1)로부터다음과같은관계 eδ = 1 +
∆

v−(τ)
를가지게된다. 회귀모형 (1.1)에의하면 ϵ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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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를따른다면오차제곱

ϵ2i =
{Yi − m(Xi)}2

v(Xi)
=

{Yi − m(Xi)}2

es(Xi)
(2.3)

는 χ2(1)분포를 따른다. 오차 ϵi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차의 분포가 평균 0을 중심

으로 대칭이면 근사적으로 χ2(1)분포를 따르게 된다. 식 (2.3)에서 로그분산함수 s를 p차 국소다항식
으로 근사적으로 표현하고 χ2(1)의 분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커널가중국소로그가능도함수 (kernel

weighted local log-likelihood)

n
X

i=1

ℓ(

p
X

j=1

αj(Xi − x)j , {Yi − m(Xi)}2)K(
Xi − x

h
) (2.4)

를생각할수있다. 여기서

ℓ(u, y) = −
1

2
log 2π −

1

2
(log y + u +

y

eu
) (2.5)

로 χ2(1)분포를 로그변환한 것이다. 함수 K는 한쪽방향커널함수이고 h는 띠폭이다. 이러한 한쪽방향

커널함수는 x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오차제곱들만 가중치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함수 (2.5)는 u에

대해서 볼록함수 (convex function)이므로 최대로 하는 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식 (2.4)를 최대로 하

는 해를 eα+ = (eα+
0 , eα+

1 , · · · , eα+
p )T라 두면 s+(x)의 추정량으로 es+(x) = eα+

0라 제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식 (2.4)에서 K(h−1(Xi − x)) 대신 K(h−1(x − Xi))를 사용하면 x를 기준으로 왼쪽의 오차제

곱들만 가중치를 주게 되어 식 (2.4)를 최대로 하는 해를 eα− = (eα−
0 , eα−

1 , · · · , eα−
p )T라 두면 s−(x)의

추정량으로 es−(x) = eα−
0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s

(k)
+ (x)와 s

(k)
− (x)의 추정량으로 es

(k)
+ (x) = k!eα+

k와

es
(k)
− (x) = k!eα−

k를각각제안할수있다.

추정량 es±(x)는미지의회귀함수 m을포함하고있는오차제곱들로구성이되어있다. 추정된회귀함
수 m̂을사용한잔차제곱 {Yi − m̂(Xi)}2

으로위식 (2.4)를최대로하는해를구하고, 위에서소개한방

법으로 ŝ+(x)과 ŝ−(x)를각각 s+(x)와 s−(x)의추정량으로제안할수있다.

불연속점의위치추정량을제시하기위하여

δ̂(x) = ŝ+(x) − ŝ−(x)

를임의의점 x에서의로그분산함수의점프의크기의추정량이라정의할수있으며, 다음

τ̂ = inf
n

z ∈ Q : |δ̂(z)| = sup|δ̂(x)|
o

(2.6)

을 불연속점의 위치 τ의 추정량들로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구간 Q는 Q ⊂ (0, 1)인 폐구간이며 실
제 적용에서는 [h, 1 − h]가 흔히 쓰인다. 위치 추정량 (2.6)의 극한분포와 수렴속도에 대한 결과는 Huh

(2008)를참조하기바란다. 불연속점의위치 τ에서점프의크기 δ의추정량들은

δ̂(τ̂) = ŝ+(τ̂) − ŝ−(τ̂) (2.7)

으로정의할수있다. 불연속점이존재유무에대한귀무가설과대립가설로는각각다음

H0 : δ = 0, H1 : δ ̸= 0 (2.8)

과 같이 설정하고 가설검정을 위하여 식 (2.7)을 검정통계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R 1

0
(−u)i+j−2

K(u)du를 (i, j)번째 원소로 가지는 (p + 1) × (p + 1)행렬을 T라 하고 eT = (1, 0, · · · , 0), K−
0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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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T−1(1,−u, · · · , (−u)p)T K(u)라 할때 Huh (2008)는 커널함수 K와 띠폭 h의 적절한 조건하에서 점

프의크기추정량 δ̂(τ̂)의점근분포가다음

√
nh(δ̂(τ̂) − δ)

d−→ N(0,
4

f(τ)
((

κ(τ)

v2
+(τ)

− 1) + (
κ(τ)

v2
−(τ)

− 1))

Z 1

0

(K−
0 (u))2du) (2.9)

과같음을보였다. 여기서 κ(x) = E(Y 4|X = x)는 x에서의 4차적률 (fourth moment)이다.

위 결과에서 점근분포의 분산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모수 (nuisance parameter)인 f(τ), v±(τ)와

κ(τ)의 추정량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설 (2.8)의 검정통계량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귀무가설이 참이
라면연속인확률밀도함수, 분산함수와 4차적률함수를다음

f̂(x) =
1

nb

n
X

i=1

L(
Xi − x

b
), (2.10)

v̂(x) =

1

nb

Pn
i=1 L(

Xi − x

b
) {Yi − m̂(Xi)}2

1

nb

Pn
i=1 L(

Xi − x

b
)

, (2.11)

κ̂(x) =

1

nb

Pn
i=1 L(

Xi − x

b
)Y 4

i

1

nb

Pn
i=1 L(

Xi − x

b
)

(2.12)

과 같이 커널형 추정량으로 제시하자. 여기서 L은 대칭인 확률밀도함수로 토대가 [−1, 1]을 가지는 커

널함수이고 b는 띠폭이다. 식 (2.10)은 커널형 확률밀도함수이며 식 (2.11)과 (2.12)는 분산함수와 4차

적률함수의 Nadaraya-Watson 커널추정량이다. Huh (2006)의 Theorem 1은 f와 κ가 Lipschitz 1차

조건 (Lipschitz condition of order 1)을 만족하는 경우에 f와 κ의 추정량 (2.10)과 (2.12)의 균일일치
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식 (2.11)의 분산함수의 추정량도 귀무가설 H0 : δ = 0하에서 Lipschitz 1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균일일치성을 만족함을 Huh (2006)의 Theorem 1의 증명에 따라서 쉽게 보일

수있다.

위에서 언급한 확률밀도함수, 분산함수와 4차적률함수의 균일일치성과 (2.9)의 결과에 의하여 귀무가
설 H0 : δ = 0하에서다음

√
nh

q

f̂(τ̂)δ̂(τ̂)
s

8(
κ̂(τ̂)

v̂2(τ̂)
) − 1)

R 1

0
(K−

0 (u))2du

d−→ N(0, 1) (2.13)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2.13)을 귀무가설 H0 : δ = 0의 검정통계량으로 활용하고 이 검정

통계량의 점근분포인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할 수 있다. 한편, Kang과 Huh (2006)는

불연속점의 위치 추정량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쪽방향커널함수 K를 이용한 잔차제곱의 Nadaraya-

Watson 추정량으로 분산함수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의 추정량으로 고려하였고, 두 추정량의 차이를 가

장 크게 하는 위치와 그 차이를 불연속점의 위치와 점프의 크기 추정량으로 제안하였다. Kang과 Huh



Testing of a discontinuity point in the log-variance function based on Likelihood 5

(2006)의 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의 점프의 크기 추정량의 점근분포를 이용하면 귀무가설 H0 : ∆ = 0하에

서검정통계량으로다음과같이

√
nh

q

f̂(τ̂)∆̂(τ̂)
q

2κ̂(τ̂)
R 1

0
(K(u))2du

d−→ N(0, 1) (2.14)

으로제시될수있다. 여기서 ∆̂(τ̂)는추정된분산함수의불연속점의위치의점프의크기추정량이다.

3. 모의실험

로그가능도함수를 토대로 한 로그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의 존재여부의 가설검정법에 대한 모의실험 결
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모의실험을 위하여 설명변수 X는 토대가 [0, 1]인 균일분포 (uniform distribu-

tion)를생각하였다.

회귀함수와하나의불연속점을가지는분산함수의모형은다음

m(x) = x(2x2 − 3x + 1), v(x) = c + γ × I[x ≥ 0.5]

와 같이 선택하였다. 여기서 I는 표시함수 (indicator function)이다. 분산함수는 τ = 0.5에서 불연

속이며 이 점에서 분산함수와 로그분산함수가 가지는 불연속점의 점프의 크기는 각각 ∆ = γ, δ =

log(1 + γ/c)이다. 분산함수 c와 점프의 크기 γ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Kang과 Huh (2006)와 제안

된 검정 방법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제안한 검정법에서는 국소선형회귀적합 ( p = 1)를 선택하였다.

검정의 크기 (size of a test)과 검정력 (power of a test)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의 수는 n = 500으로

반복은 1000회를실시하였다. 식 (1.1)에서오차의분포는 ϵ ∼ N(0, 1)을선택하였다.

확률밀도함수, 귀무가설 하의 분산함수 그리고 4차적률함수의 추정량인 식 (2.10), (2.11)과 (2.12)에

사용된커널 L은 Epaneknikov 커널로서다음

L(x) =
3

4
(1 − x2) × I[−1 < x < 1] (3.1)

을 선택하였다. 잔차를 구하기 위하여 회귀함수 m은 Kang과 Huh (2006)가 사용한 방법처럼 (3.1)의

커널을사용한 Nadaraya-Watson 추정량을사용하였다.

불연속점의 위치추정량 τ̂을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구한 후 추정된 그 불연속점에서 불연속점
의 존재여부에 대한 가설검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불연속점의 위치의 추정보다는 불연속점의
존재여부의 가설검정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불연속점의 위치 τ = 0.5에서 불연속점의 가

설검정을 다루었다. 불연속점의 위치 0.5에서 분산함수와 로그분산함수 각각의 오른쪽과 왼쪽 추정량
과 그 차이인 점프의 크기의 추정량 ∆̂(τ)와 δ̂(τ)를 구하였다. 이때 사용된 한쪽방향커널은 식 (3.1)의

Epaneknikov 커널을토대가 [0, 1]이고확률밀도함수가될수있도록다음

K(x) =
3

2
(1 − x2) × I[0 < x < 1]

과같이선택하였다.

불연속점의존재여부에대한가설검정에필요한띠폭은불연속점의점프의크기의추정에이용된 h와

가설검정에서 장애모수의 추정에 필요한 b이다. 아래 표 3.1은 b = 0.1에서 귀무가설 ( ∆ = 0, δ =

0)이 참일 때 유의수준 α = 0.05를 주고 다양한 h의 변화에 따라 검정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Kang과 Huh (KH)의 결과는 분산함수 c의 변화에 검정의 크기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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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δ = 0 ( ∆ = 0)이고 α = 0.05인 경우 띠폭 h의 변화에 따른 검정의 크기의 추정치

h 방법
c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05
KH 0.016 0.016 0.016 0.016 0.016 0.016 0.016

LL 0.017 0.025 0.031 0.050 0.058 0.074 0.107

0.06
KH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LL 0.016 0.023 0.027 0.046 0.058 0.075 0.110

0.07
KH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LL 0.015 0.022 0.030 0.047 0.059 0.074 0.103

0.08
KH 0.020 0.020 0.019 0.019 0.019 0.019 0.019

LL 0.015 0.021 0.029 0.047 0.056 0.072 0.104

0.09
KH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LL 0.016 0.023 0.028 0.043 0.054 0.071 0.103

0.10
KH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LL 0.015 0.020 0.026 0.047 0.054 0.068 0.097

0.11
KH 0.019 0.019 0.019 0.019 0.018 0.018 0.018

LL 0.015 0.023 0.028 0.045 0.057 0.069 0.102

0.12
KH 0.018 0.018 0.019 0.019 0.019 0.019 0.019

LL 0.016 0.024 0.032 0.049 0.059 0.077 0.105

0.13
KH 0.022 0.022 0.022 0.022 0.022 0.022 0.022

LL 0.017 0.024 0.032 0.052 0.062 0.075 0.105

0.14
KH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LL 0.017 0.025 0.032 0.050 0.062 0.077 0.106

0.15
KH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0.023

LL 0.017 0.024 0.031 0.050 0.062 0.075 0.106

국소선형적합 (LL)에 의한 결과는 c의 변화에 검정의 크기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2.13)과 (2.14)의 검정통계량들을 살펴보면 KH의 검정통계량은 4차적률함수와 확률밀도함수에만

의존하지만, LL의 검정통계량은 추가적으로 분산함수의 제곱에도 의존하고 있다. KH의 결과는 분산함

수가 검정통계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산함수가 변하더라도 그 영향은 거의 없어 검정의 크기는 거
의변화가없다. 하지만, LL의결과에서는분산함수가작으면검정통계량의값이작아기각의가능성이

작아지고, 반대로분산함수가커지면검정통계량의값이커지게되어기각의가능성이높아지게되어검

정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한편, LL의 결과에서는 띠폭 h의 변화에 검정의 크기가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지만, KH의 결과에서는 LL의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큼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

로 KH의 방법은 이 모의실험 모형에서는 검정의 크기가 유의수준 0.05에 비해 작게 추정하고 있으며,

LL의 방법의 검정의 크기는 분산함수에 의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산함수의 c가 0.23인 경우

에 LL의방법은검정의크기추정이유의수준과유사함을알수있다.

분산함수의 c가 0.23인 경우에 두 검정법의 검정력을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 3.2는 다양한 점프의 크

기 γ와 띠폭 h에 따른 검정의 크기와 검정력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검정의 크기의

경우처럼 KH의 방법은 띠폭의 선택에 따라 검정력의 추정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LL의 방법은

띠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모형에서 LL의 방법에 의한 불연속점의 존재여부의 가설

검정법의검정력이전반적으로좋음을알수있다.

4. 요약

음이 아닌 값을 가지는 분산함수의 커널형 추정은 주로 잔차제곱들을 이용하여 음의 값을 취하지 않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Yu와 Jones (2004)는 분산함수의 이러한 제약조건을 벗어나기 위하여 로그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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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c = 0.23, α = 0.05인 경우 h와 γ의 변화에 따른 검정의 크기와 검정력의 추정치

h 방법
γ

0.00 0.10 0.20 0.30 0.40 0.50

0.05
KH 0.016 0.050 0.113 0.202 0.288 0.362

LL 0.050 0.185 0.457 0.641 0.730 0.742

0.06
KH 0.020 0.050 0.138 0.260 0.366 0.461

LL 0.046 0.191 0.455 0.643 0.740 0.760

0.07
KH 0.018 0.065 0.267 0.313 0.440 0.531

LL 0.047 0.191 0.454 0.654 0.765 0.784

0.08
KH 0.019 0.070 0.203 0.368 0.501 0.618

LL 0.047 0.192 0.463 0.674 0.782 0.818

0.09
KH 0.020 0.076 0.242 0.417 0.578 0.696

LL 0.043 0.189 0.474 0.690 0.810 0.843

0.10
KH 0.017 0.092 0.269 0.472 0.649 0.770

LL 0.047 0.191 0.486 0.700 0.812 0.858

0.11
KH 0.019 0.108 0.308 0.532 0.719 0.836

LL 0.045 0.198 0.485 0.699 0.831 0.879

0.12
KH 0.019 0.111 0.340 0.585 0.769 0.881

LL 0.049 0.194 0.487 0.714 0.845 0.896

0.13
KH 0.022 0.125 0.390 0.627 0.817 0.904

LL 0.053 0.196 0.499 0.727 0.848 0.902

0.14
KH 0.023 0.135 0.419 0.671 0.847 0.924

LL 0.050 0.200 0.499 0.721 0.860 0.914

0.15
KH 0.023 0.150 0.462 0.713 0.869 0.942

LL 0.050 0.201 0.499 0.734 0.867 0.921

함수를 추정대상으로 삼아 국소다항적합으로 추정량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Huh (2008)는 분산

함수의 불연속점의 추정을 로그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의 추정으로 전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uh (2008)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로그분산함수의 불연속점의 존재여부에 대한 가설검정법을 Huh의

점프의 크기 추정량의 점근분포를 이용하여 불연속점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가설검정법을 제안하였다.

즉, 귀무가설 하의 점프의 크기 추정량의 점근분포를 구하고, 그 분포의 분산이 가지고 있는 장애모수
들인 불연속점의 위치에서 확률밀도함수, 분산함수와 4차적률함수를 비모수적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

을 제안하여, 이들의 균일 일치성을 보임으로써 가설검정법을 제안하였다. 불연속점의 추정에 앞서 불

연속점의 존재 여부의 가설검정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다른 통계적 함수에 대한 불연속점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본 논문에서 연구한 방법으로 불연속점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가설검정법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로그분산함수의 국소다항적합은 로그분산함수의 k차 미분 함수의 불연속점의 추정도 자연스

럽게이끌어낼수있으며, 이를이용하여 k차미분된로그분산함수의불연속점의존재여부에대한가설
검정법도제안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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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t us consider that the variance function in regression model has a discontinu-

ity/change point at unknown location. Yu and Jones (2004) proposed the local poly-

nomial fit to estimate the log-variance function which break the positivity of the vari-

ance. Using the local polynomial fit, Huh (2008) estimate the discontinuity point of

the log-variance function. We propose a test for the existence of a discontinuity point

in the log-variance function with the estimated jump size in Huh (2008).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asymptotic distribution of the estimated jump size. Numerical

works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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