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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cal linear models have been generally used to analyze and forecast hydrologic time series. However, there is growing
evidence of nonlinear structure in natural phenomena and hydrologic time series associated with their patterns and fluctuations.
Therefore, the classical linear techniques for time series analysis and forecasting may not be appropriate for nonlinear processes. In recent, the BDS (Brock-Dechert-Scheinkman) statistic instead of conventional techniques has been used for detecting nonlinearity of time series. The BDS statistic was derived from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correlation integral which is
used to analyze chaotic system and has been effectively used for distinguishing nonlinear structure in dynamic system from
random structures. DVS (Deterministic Versus Stochastic) algorithm has been used for detecting chaos and stochastic systems
and for forecasting of chaotic system. This study showed the DVS algorithm can be also used for detecting nonlinearity of the
time series. In this study, the stochastic and hydrologic time series are analyzed to detect their nonlinearity. The linear and nonlinear stochastic time series generated from ARMA and TAR (Threshold Auto Regressive) models, a daily streamflow at St.
Johns river near Cocoa, Florida, USA and Great Salt Lake Volume (GSL) data, Utah, USA are analyzed, daily inflow series of
Soyang dam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e BDS statistic is a powerful tool for distinguishing between
linearity and nonlinearity of the time series and DVS plot can be also effectively used for distinguishing the nonlinearity of the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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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수문시계열 분석과 예측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기존의 선형적인 모형들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현상이나 수문시계
열의 패턴 그리고 변동성에 비선형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형적인 방법들에 의한 시계열
분석이나 예측은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시계열의 비선형성 구조를 판단하기 위해 카오스 이론을
토대로 한 상관적분으로부터 BDS(Brock-Dechert-Scheinkman) 통계 기법이 유도되었다. BDS 통계는 시스템의 비선형구조와
무작위성 구조를 구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또한 DVS(Deterministic Versus Stochastic) 알고리즘은 카
오스와 추계학적 시스템을 구별하고 예측하는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VS 알고리즘에 의해 시계열의
비선형성을 판별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계학적 시계열과 수문학적 시계열들의 비선형성을 검사
하고자 한다. ARMA 모형과 TAR(Threshold autoregressive) 모형으로부터로 발생시킨 추계학적 시계열, 미국 유타주 GSL 체
적자료, 미국 플로리다 주 St. Johns 강 Cocoa 지점의 유출량 자료, 소양강 댐 일 유입량 자료 등의 수문시계열에 대해 비선
형성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BDS 통계가 선형 및 비선형 시계열을 구분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임
을 보였고, DVS 알고리즘 또한 시계열의 비선형성을 구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핵심용어 BDS 통계, DVS 알고리즘, 카오스, TAR 모형, 시계열의 비선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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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호우 및 태풍의 피해가 급

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의 양과 패턴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수자원 개발이나 관
리 분야에 있어서 강우와 유출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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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형 추
계학적 모형은 Box와 Jenkins(1976)이후로 여러 분야에서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이용되어 왔으며, 수문시계열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선형 추계학 모형인 자동회귀/이동평균
(AutoRegressive/Moving Average, ARMA)모형이 널리 사
용되어 왔다(Salas 등, 1980). 이러한 선형모형들은 비선형구
조를 가지는 시계열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자료의 비선형성
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 현상의 비선형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서 많은 수문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 통계학자와
동역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비선형의 분석 방법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하였다(Rodriguez-Iturbe 등, 1989; Wilcox 등,
1991; Sangoyomi 등, 1996; Jeong과 Rao, 1996; Porporato
와 Ridolfi, 1997). 비선형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론 중 대표
적인 것으로 카오스 이론을 들 수 있다. 카오스는 결정론적
비선형 시스템으로 표현되는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려운 현
상이라 할 수 있으며, 물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주가동향 분석, 의학에서 바이탈 사인이나 뇌파에 관한 연구,
생물학에서의 개체번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박대규 등, 2003). 수문시계열자료에 대한 카오스 분석의 연
구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는 Wilcox(1991)가 강설에
의한 유출량에 대해 카오스 동역학적 특성이 존재함을 밝혀
냈으며, Rodriguez-Iturbe(1991)는 폭우 발생 시 강우 자료
의 카오스 동역학적 특성을 밝혀내었다. Kim(1997)은 Close
returns plot을 이용한 미국 플로리다주 St. Johns강과
Ocklawaha 강의 유량자료에 대해 카오스 특성 분석을 실시
하였고, 세크라멘토 강 유역의 Tree Ring 자료와 미국 유타
주의 Great Salt Lake(GSL) 체적자료에 대해서도 카오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Sangoyomi(1996)는 미국 유타주의 GSL
의 체적자료가 카오스적 특성을 가짐을 Lyapunov 지수
spectrum을 이용하여 밝혀내었다. Kim 등(2001)은 하수유출
량의 이상한 끌개의 특성을 찾는 연구를 통해서 일 하수 유
출량의 경우 카오스 특성이 없으며, 확정론적 카오스 모형보
다 추계학적 모형이 더 적합함을 제시하였고, Kim 등(2003)
에서는 BDS 통계와 잔차 분석을 통해서, 널리 사용되는 전
통적인 비모수 통계기법(nonparametric tests)보다 BDS 통계
를 통해 수문시계열의 비선형성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합리
적임을 제시하였다. Kim(1999)은 새로운 지체시간 산정방법
인 C-C method를 제시하였으며, Kim과 Sivakumar(2008)
는 C-C method를 수문시계열에 적용하여 지체시간 산정기
법으로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재수(1994)는 물수지 모형을 사
용하여 발생시킨 시계열에 대해서 프랙탈(fractal) 차원이론을
적용하였고, 발생된 시계열의 추계학적인 행태는 궤적들이
초기 조건에 매우 민감한 한정된 수의 방정식을 가지는 비
선형 동력학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확정론적 카오스로 인
한 것임을 밝혀냈다. 김형수 등(1996a, 1996b)은 확정론적
카오스 특성를 확인하기 위한 위상학적 기법인 Close
returns plot을 일 유출량 시계열에 적용하였으며, 정량적 방
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김응석 등(1999)은 Wolf 등
(1985)의 방법을 이용하여 일 강우자료들에 대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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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apunov 지수를 산정하여 예측 가능한 기간을 제시하였
다. 김형수 등(1998)은 미국 플로리다 주 St. Johns강의
Cocoa 지점의 일 유량 자료가 낮은 차원, 즉, 비선형 동
역학적 시스템을 가짐을 보이고, 이러한 카오스 동역학적
특성을 근거로 DV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 유량 자료에
대한 단기예측과 함께 이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
형수 등(1999)은 엘니뇨 지수중에 하나인 SOI(Sourthen
Oscillation Index)가 선형이 아님을 보이면서 또한 카오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였다. 이에 Ahn and
Kim(2005)은 SOI 자료의 비선형 추계학적 모형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김형수 등(1998)은 BDS 통계 기법과 전통적

으로 사용되어온 비모수 통계기법를 사용하여 시계열의 잔
차를 분석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비
모수 통계기법은 자료의 비선형성을 구분하지 못한 반면,
BDS 통계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바
있다.
실제로 수문시계열 자료가 카오스적 특성을 갖는가, 아니
면 추계학적 특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며 이와 함께 선형성을 갖는지, 비선형을 갖는지에 대해 판
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수문시계열 자료 생성을 위한 적절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선형과 비선형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된 BDS 통계의 결과치와 DVS
알고리즘의 적용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여 DVS 알고리즘이
시계열의 선형과 비선형성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한다.
2. BDS 통계와 DVS 알고리즘

시간 지체법에 의한 위상공간 재건
시계열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1차원의 스칼라양(단일변량)
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로부터 카오스 특성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상관차원(Correlation dimension)이나
Lyapunov 지수는 우선 자료를 위상 공간에 표현하여야 분
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위상공간 재건(state or phase
space reconstruction)이라 한다. 이를 위해 Packard 등(1980)은
시간 지체법(the method of delays)을 제안하였으며 Takens
(1981)에 의해 증명되었다. 단일변량 시계열 자료 x(t),
t=1,2, …, N가 원래 m의 매립차원 (embedding dimension)
변량을 갖는 시스템이라면 식 (1)의 시간 지체법에 의해 스
칼라양으로부터 매립차원의 좌표를 갖는 끌개(attractor)를 재
건할 수 있다.
2.1

2.1.1 위상공간 재건

xt = {x(t), x(t + γ), x( t + 2γ), …, x(t + (m – 1)γ) }, xt ∈ Rm

(1)

여기에서 γ 는 지체시간(delay time)을 나타내며, 지체시간의
결정은 위상 공간 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지체시간이
너무 작으면 끌개가 원래 끌개보다 압축되어 나타나며 불필
요한 정보가 생기게 되고, 너무 크면 실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손실하게 된다(Casdagli 등, 1992). 따라서 지체시간
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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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체시간 추정

지체시간 γ는 그 크기에 따라 자료가 왜곡될 수 있기 때
문에 추정 시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방법론은 정해
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나 상호정보이론(mutual information) 또는
C-C 방법(Kim 등, 1999) 등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한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상태공간에서의 지체시간을 추정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Holzfuss와 Mayer-Kress(1986)는
ACF가 처음으로 0이 되는 지체시간을 제안하였으며, Tsonis
와 Elsner(1988)는 ACF가 1/e이 되는 지체시간을 제시하였
다. 또한 Schuster(1988)는 ACF가 처음 0.5인 점을 지체시
간으로 추정하였으며 Graf와 Elbert(1990)는 ACF가 최초로
0이 되는 지체시간 또는 ACF가 0이 되기 전 국부적으로
최소가 되는 지체시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F가 0이 되기 전 국부적으로 최소가 되는 지체시간 을
산정하여 DVS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Fig. 1 The BDS statistic Diagram

우 유용한 통계기법이다(Brock 등, 1991, 1996; Kim 등,
2003).

시계열 자료가 무작위한 분포를 따른다는 가설 하에 m>1 인
경우의 BDS 통계는 다음과 같은 식(5)로 나타낼 수 있다.
M [C( m, N, r) – Cm(1, M, r )]
BDS(m, N, r) = --------

상관차원
시계열자료의 카오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적인 방법으로는 Grassberger와 Procaccia(1983)에 의해 제
안된 상관차원 방법이 있다. 상관차원을 계산하기 위해 시간
지체법을 이용하여 위상벡터 점들(state or phase vector
points)로 구성된 끌개를 얻는다. 이때 임의의 위상벡터 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 (r)에 있는 위상벡터 점들의 개수를
모든 반경에 대하여 계산한 값을 상관적분(correlation integral)
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식(2)에 의해 구해진다.
2 (2)
C m N r = --------------------θ r – xi – xj r 0
M M–1 ∑
i j M
여기서, θ(a)=0, if a<0
2.2

( , , )

(

(

)

1

θ(a)=1,

여기서,

σ ( m, M, r ) = 4 m ( m – 1 ) C
2

+2
+2

식(3)을 변형하여 상관차원(correlation dimension)이라 불
리는 D 는 식(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

(4)

통계
BDS 통계는 시계열 자료가 무작위한 분포를 따른다는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적분을 토대로 개발된 방법이다. 특
히, 선형자료로 구분되는 무작위한 시계열 자료와 비선형 카
오스 시스템 혹은 비선형 추계학적 시스템을 구분하는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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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Km i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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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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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

m

–C

2

2

( m – i)

(K – C )]

2

( m – i)

(K – C )]

m

2

2

(

–

(6)

2

∑

<i<j≤M

r x i – xj

[θ( –

r xj – xk

) ]θ ( –

)

(7)

알고리즘

2.4.1 최근린 방법을 이용한 시계열 예측
최근린 방법(k-nearest neighbor method)은

상태-공간 차
원에서의 비선형 시계열 분석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비선형
단기 예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간적인 상관관계를 이용
하고 있다. 이 방법은 과거의 발생한 시계열의 한 부분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미래에 다시 발생한다는 가정에 근거

2.3 BDS

29

(

(K – C ) + K

그림 1은 BDS 통계에서 m이 1과 2일때의 개념적인 그
림을 보여주고 있다. BDS 통계를 통해 비선형 카오스 시스
템과 비선형 추계학적 시스템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무작위
한 시계열 자료인지 아니면 비선형 시스템(카오스, 비선형
추계학) 자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통계기
법이다.
BDS 통계를 이용하기 전에 m과 r값의 선택이 중요한데,
Brock 등(1991)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m의 경우에는 2 ≤ m ≤ 5의 값과, r의 경우에는 0.5s ≤ r
≤ 2.0s 값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 ≤ m ≤ 5의 정수값과 r=1.0s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s는 자료
의 표준 편차이다. 본 연구에서 BDS 통계의 평균에 해당하
는 지점의 r값이 1.0s 이므로 r값으로 1.0s를 사용하였다.

(3)

0

2

1

,

2

[

K( m, M, r) = -------------------6------------------M(M – 1)(M – 2)

), >

if a≥0

log[C(r )]D = lim ---------------------logr
r→

C i Km i – C
∑
i

(m – 1)

=1

< < ≤

D2

m–1

2

=1

여기서 θ(a)는 단위계단함수(heaviside step function)이다.
단위계단함수란 0보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0의 값을, 0보
다 큰 실수에 대해서는 1을 갖는 함수이다. N은 상태공간상
의 모든 좌표점들의 개수, M=N(m−1)은 위상공간 m 차원
공간상에서 상태벡터 점들의 수를 의미하며 그리고 x xj 는
상태공간의 좌표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관적분값은 선형부분
에서 반경과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를 만족하게 된다.
C( r) ∝ r

(5)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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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린 방법은 예측을 위하여 국부적인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함수를 추정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린 방법은 여타의 선형 시계열 모형처럼 정상성
(stationary)의 가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부적인 예측은 단지
이용 가능한 과거자료 주변의 벡터의 거동을 분석함으로서
가능하다. 최근린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식
(8)은 Casdagli(1992), Casdagli와 Weigned(1994)에 의해서
제안된 최근린 방법을 이용한 상태-공간 모형을 나타낸다.
d

알고리즘은 위상공간을 고정시키고 최근린 값을 변화시키면
서 예측오차를 추정한다. 이를 추정하고자 하는 위상공간 차
원만큼 반복하여 가장 작은 오차를 나타내는 조합을 찾아내
는 간단한 반복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VS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시계열 자료를 정규화 시킨다.
(2) 시계열 자료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1) training set [x1, x2, x3, ......, xN]
2) test set [xNf+1, xNf+2, xNf+Nt]
3) Nf+Nt=N (전체 시계열 자료의 총수)
(3) 예측시간 T를 결정한다.
(4) m을 결정한다. (m=2, 4, 6, 8, 10)
(5) test delay vector xi 를 결정한다. (i>Nf)
(6) test vector xi 와 training vector xj 간의 거리 dij를
계산한다. [(m−1)γ<j<i−t]
(7) 거리 dij 의 순서를 결정한다.
(8) xi 에서 k(Nearest neighbor)를 결정하여 x(j l) ∼ x(j k) 를
구하고 다음식에서 a0, ........, am을 구한다.

(8)
∑ αj xt – j – 1 + εt
j
여기서 d는 위상공간 차원을 는 지체시간을 나타내며 예측을
위한 각 점은 각 상태-공간에 대한 매개변수 αˆ αˆ αˆd
를 추정함으로서 가능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
과 같다.
1) 추정하고자 하는 vt 는 위상공간 차원 d 와 지체시간
를 갖는 상태공간으로 단변량의 시계열을 최대한 특성을 표
현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지체시간 는 가능
한 작은 값을 취해야 하지만 상태-공간 내에서 연속된 점들
m
(11)
사이에 자기상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큰 지 xj l T a + ∑ anxj l n l l = 1 k
n
체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9) (8)에서 구한 모형을 이용하여 test vector xi 에서 T시
2) 이들 구성된 상태-공간 내에서 에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 최근린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최근린의 거리를 추정 간 후의 예측 결과치 x̂i T k 를 계산한다.
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0)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한다.
xn Y = y y
yn
Euclidean 거리를 이용하며 X = x x
N
i T k(12)
을 갖는 시계열을 가정하면 Euclidean 거리는 다음의 식 ei T k = ∑ e---------------Nt
i T
(9)와 같다.
(11) test set에서 i+T를 이용하여 (5)(9)를 계속 반복하여
D = x – y + x – y + + xn – y n
(9)
평균절대예측 오차(mean absolute forecasting error)를 계산
3) 식(8)의 매개변수는 단계 2)에서 최근린을 이용하여 추
한다.
정한다.
N
ei T k
(13)
=
Em
k
4) vi 의 i 단계 예측은 다음 식(10)으로 추정한다.
∑ ---------------Nt
d
i T
α̂
v̂t i = + ∑ αjvt – j – 1 γ
(10)
위에서 얻은 결과를 k(최근린, nearest neighbor)값에 따라
Em(k)(평균절대예측오차)의 곡선을 그려 DVS plot을 얻을
j
비선형 시계열 분석에서 상태-공간 모형은 우리가 예측하 수 있다. DVS 알고리즘을 카오스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고자 하는 현재의 상태와 과거의 발생한 자료 중에서 유사 Henon map에 적용할 경우, DVS plot은 단조증가하거나 U
한 형태를 갖는 자료 군을 찾는 것이다.
자 형태의 곡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Henon
map 발생 자료는 매개변수 b=0.3, a=1.4 일때의 식(14)와
식(15)로부터 발생시켰다.
2.4.2 DVS 알고리즘과 카오스 특성
추정된 지체시간과 위상공간 차원은 일반적으로 상태-공간 xt = 1 + yt – ax
(14)
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값을 찾는 과정이지만 추정된 값 y = bx
(15)
t
t
이 항상 가장 적합한 예측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
(Miller 등, 1999). 따라서 Casdagli(1992)와 Casdagli와
Henon map 자료를 이용해서 DVS plot을 도시한 결과 k
Weigned(1994)는 비선형 시계열 모형을 통한 예측에서 매우
값이 커질수록 Em(k)값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2는 카오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최근린 개수와 위상공간 차원을 변 시스템인 Henon map의 t=1, T=1 일 때의 DVS plot을 보
화시키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여준다. 반대로 선형 추계학적 모형인 경우는 이와는 반대의
이것을 DVS(Deterministic versus Stochastic) 알고리즘이라 특성을 가진다. 낮은 k값에서는 Em(k)값이 크게 나타나고 k
한다. DVS 알고리즘은 시계열의 동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값의 증가할수록 Em(k)값은 작아지는 단조감소의 곡선을 나
시스템 계 내에서 카오스 특성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데 타내는 특성을 보인다. ARMA(1,1)의 DVS plot은 다음절에
이용되어 왔으며 단기예측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DVS 서 실제로 적용한 결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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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plot을

확인하였다. 즉, k값이 작을 때는 실측값과 예
측값 사이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나 k값이 증가할 수 록 예
측치가 실측치에 근접하여 오차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형 추계학 모형의 경우 무작위성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조 감소하는 DVS plot을 통해서 ARMA(1,1)은
선형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임계 자동회귀 모형
임계 자동회귀 모형(Threshold autoregressive model, TAR
(k; p)중 TAR(2; 1)는 다음과 같은 식(17)로 나타낼 수 있다.
xt = – 0.5xt + εt if xt < 1
xt = 0.4xt + εt if xt ≥ 1

Fig. 2 DVS plot of Henon map, γ =1, T=1

–1

–1

Table 1. BDS statistics for the residual from ARMA(1,1)
model

통계치

BDS(2)
BDS(3)
BDS(4)
BDS(5)
3.

1.0447
0.9624
-0.7246
-1.0416

95% C.I
[-1.96,1.96]
[-1.96,1.96]
[-1.96,1.96]
[-1.96,1.96]

추계학적 모의 자료 구축과 적용

3.1 ARMA 모형

선형추계학 모형을 BDS 통계와 DVS 알고리즘에 적용하
기 위해 ARMA(autoregressive/moving average model)을
이용하였다. ARMA(p,q)모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추계학
적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 유량계열의 발생에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ARMA(1,1) 모형을 선택하였다(식 16).
yt = u + φ (yt – u) + ε – θεt
1

–1

1

–1

(16)

식(16)를 이용하여 선형 추계학적 자료를 10,000개 발생시
켰으며, 식(16)로부터 계산된 잔차를 BDS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BDS 통계를 이용하여 ARMA(1,1)의
잔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두 유의수준 내에 분포하여 잔차
의 무작위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선형적 구조를 가지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DV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RMA(1,1)을 분석하였을 경우,
그림 3과 같이 Casdagli(1992)가 제안한 단조감소의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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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t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무작위 자료이
다. 식(17)을 통해서 모의된 자료 10,000개를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으며, 식(17)로부터 계산된 잔차를 BDS 통계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TAR(2; 1) 모형의 잔차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TAR(2; 1)에 의해 모의된 자료는 비선형 시계열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DVS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경우, 그림 4와 같이 단조 증
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Casdagli(1992)는 DVS 알고리즘을
선형 추계학적 모의 자료에만 국한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비선형 추계학적 모형의 경우 카오스 특성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DVS plot은 단조증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선형 추계학 TAR(2; 1) 모형의 경우 임계값 주변에서 자
료가 선형의 랜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즉, 비선형 추계학적 자료의 경우 비선형으로 자료가
분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DVS 알고리즘은 선형의 추계학
적 특성이 아니라, 최근린(k) 값이 커질수록 오차가 증가하
Table 2. BDS statistics for the residual from TAR(2;1)
model

Fig. 3 DVS plot of ARMA(1,1) model, γ =1, T=1

第 卷第 號

(17)

–1

BDS(2)
BDS(3)
BDS(4)
BDS(5)

통계치
5.0933
5.1914
4.7732
4.3381

95% C.I
[-1.96,1.96]
[-1.96,1.96]
[-1.96,1.96]
[-1.96,1.96]

Fig. 4 DVS plot of TAR(2,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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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카오스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선형추
계학적 시계열 자료의 경우, 카오스 자료와 같이 곡선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4.

Table 3. BDS statistics for the residual from Great Salt
Lake volume data
BDS(2)
BDS(3)
BDS(4)
BDS(5)

수문시계열 자료

4.1 미국 유타주 GSL 체적자료
미국 유타주 Great Salt Lake(GSL)는 평균 수심이 35
m 정도로 매우 얕고, 대단히 넓은 표면적(6400 km2)을 가
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이다. 1847년부터 1992년까지
15일 단위의 체적자료(Volume data)중 앞선 2300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분포는 그림 5와 같으며, 건기와

우기가 수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유타주의 Great Salt Lake 체적자료의 자기상관함수
는 Lag k값이 증가하여도 상관계수 값은 매우 높다. 따라서
자료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미국 유타주 Great Salt Lake(GSL) 체적자료는 Sangoyomi
등(1996)에 의해 비선형 확정론적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BDS 통계 분석과 DVS 알
고리즘을 통하여 비선형 시계열 자료임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표 3은 미국 유타주 Great Salt Lake 체적자료를 BDS
통계로 검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DS 검정결과는 모
두 95%의 유의수준을 벗어나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미국

통계치

10.57101
9.91556
9.66773
9.51571

95% C.I
[-1.96,1.96]
[-1.96,1.96]
[-1.96,1.96]
[-1.96,1.96]

유타주 Great Salt Lake 체적자료는 비선형 시계열 자료임
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림 7은 DV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시한 미국 유타주
Great Salt Lake의 체적자료를 나타낸다. 그림 7에서 보는바
와 같이 Great Salt Lake의 체적자료는 낮은 차원의 카오스
특성을 나타내는 U자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Great Salt Lake 체적자료는 비선형 카오스 특성을 가진 자
료임을 알 수 있다. 즉, DV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선형
시계열 자료를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2 미국 플로리다주 St. Johns 강 Cocoa 지점의 유
출량 자료
그림 8은 미국 플로리다주 St. Johns 강의 Cocoa 지점의
시계열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9는 St. Johns 강 Cocoa
지점 일 유출량자료의 자기상관함수 이다. 자기상관함수를

Fig. 7 DVS plot of Great Salt Lake volume data
Fig. 5 Time series plot of Great Salt Lake volume data

Fig. 6 ACF plot of Great Salt Lake volume data

Fig. 8 Time series plot of daily flow at St. Johns river
near Cocoa,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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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CF plot of daily flow at St. Johns river near
Cocoa, Florid

Fig. 10 DVS plot of daily flow at St. Johns river near
Cocoa, Florida

Table 4. BDS statistics for the residual from daily flow at
St. Johns river near Cocoa, Florida
BDS(2)
BDS(3)
BDS(4)
BDS(5)

통계치

88.87483
92.82048
97.75637
105.33770

95% C.I
[-1.96,1.96]
[-1.96,1.96]
[-1.96,1.96]
[-1.96,1.96]

통해서 Lag k값이 증가하더라도 상관계수 값은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 역시 자료
간의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Kim(1997)에서는 Close
returns plot 분석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 St. Johns 강의
Cocoa 지점의 일 유출량 자료는 카오스 특성을 가짐을 밝혀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BDS 통계와 DVS 알고리즘을 통해
자료의 비선형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BDS 통계를 통하여 미국 플로리다주 St. Johns강의
Cocoa 지점 유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95% 유의수준을
모두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따라서 미국 플로
리다주 St. Johns강의 Cocoa 지점 유출량 자료는 잔차의
무작위성가정을 위배하는 결과를 보이므로 비선형 시계열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 DVS plot은 단조증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카오스 특성을 갖는 시계열의 경우 단조증가 또는 U자
형태의 곡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국 플로리다주 St. Johns
강의 Cocoa 지점 유출량 자료가 비선형 시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 소양강 댐 일 유입량 자료
본 연구에서는 BDS 통계와 DVS알고리즘을 국내지점에
적용하기 위하여 19982003년까지의 소양강 댐 일 유입량
자료를 선정하였다. 소양강 댐의 경우 많은 관련 연구가 이
루어진 지역으로서 권현한 등(2005)은 최근린(Nearest
Neighbor)방법을 소양강 일 수위 자료에 적용하였으며, 적용
결과 위상공간차원 m=5를 갖는 낮은 차원의 비선형성을 확
인하였다. 권현한 등(2005)은 예측에 앞서 DV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근린 k값과 위상공간차원의 최적조합을 추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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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ime series plot of daily inflow at Soyang river
dam, South korea

Fig. 12 ACF plot of daily inflow at Soyang river dam,
South korea

이를 토대로 각 시간-단계 별로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15일
정도의 단기예측에서 0.9이상의 상관계수를 갖는 모의가 가
능하였으나 예측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DVS 알고리즘이 비선형 수문시계열의 단기예측
을 위한 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양강 댐 일 유입량 자료가 비선형 시
계열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자기상관함수를 통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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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DS statistics for the residual from daily inflow
at Soyang river dam, South korea
BDS(2)
BDS(3)
BDS(4)
BDS(5)

통계치

88.87483
92.82048
97.75637
105.33770

95% C.I
[-1.96,1.96]
[-1.96,1.96]
[-1.96,1.96]
[-1.96,1.96]

Fig. 13 DVS plot of daily inflow at Soyang river dam,
South korea

Fig. 14 Close returns plot for daily inflow at Soyang river
dam, South korea

양강 댐의 일 유입량 자료는 자료간에 일정정도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2).
소양강 댐 일 유입량에 대해서 선형성과 비선형성을 구분
하기위해 BDS 통계와 DV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BDS
통계 검정 결과치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소양강 댐 일 유
입량의 BDS 통계 결과치는 모두 95%의 유의수준을 벗어났
으며, DVS plot은 위상공간차원에 따라 k값이 증가함에 따
라 Em(k)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VS plot이 단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양강 댐 일 유입량 자
료는 비선형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3). 그
리고 소양강 댐 일 유입량 자료가 카오스적 특성을 갖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Close returns plot을 실시하
였다(그림 14). Close returns plot을 적용해 본 결과 소양
강 댐 일 유입량 자료는 카오스적 특성이 없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소양강 댐 일 유입량 자료는 카오스적 특성은
없지만 비선형 구조를 가진 시계열임을 알 수 있다(Ki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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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계학적 모형과 카오스 모형을
구분하고, 단기예측에 많이 이용되는 DVS 알고리즘을 시계
열의 비선형성을 구분해내는 방법론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서 추계학적 모의자료와 기상수문시계열에 적용하였으며, 이
를 검증하기위해 일반적으로 비선형성을 구분해내는데 효과
적인 BDS 통계 결과치와 비교 및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선형 추계학적 모의자료인 ARMA(1,1)과 비선형 추계학적
모의 자료인 TAR(2;1)에 대해 BDS 통계와 DVS 알고리
즘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 선형성을 가진 ARMA
(1,1)자료에 대해서는 BDS 통계 결과치는 모두 95% 유
의수준내에 있으며, DVS 알고리즘을 적용한 DVS plot은
Casdagli(1992)가 제시한 단조감소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TAR(2; 1) 모의 자료는 BDS 통계 결과치는
모두 95% 유의수준을 벗어났으며, DVS plot은 단조증가
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DVS plot의 단조증가
하는 경향은 적용한 시계열이 비선형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BDS 통계와 DVS 알고리즘을 실제적인 자
연 현상인 수문기상 시계열에 적용하였다. 적용한 수문기상
시계열 모두 비선형성을 가지며, 특히 미국 유타주의 Great
Salt Lake 체적자료는 카오스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BDS 통계를 적용한 결과는 모두 95% 유의수준을 벗어나며
비선형 시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 DVS 알고리즘을 적용
한 경우, 대부분 단조증가의 DVS plot을 나타냈으며, 미국
유타주의 Great Salt Lake 체적자료의 경우는 U자 형태를
나타내었다. U자 형태의 경우는 카오스 특성을 갖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시계열이 비선형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DVS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자연 현상인 수
문기상 시계열의 비선형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
3. DVS 알고리즘은 BDS 통계와 마찬가지로 비선형 추계학
적 모형과 카오스 동역학 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선형과 비선형을 구분하는데는 매우 유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DVS 알고리즘은 DVS plot을 가지
고 간단하게 비선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방
법론으로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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